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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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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담당하는 학습지교
사에 대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하는 대신,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긍정
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구
별은 보다 명확해졌다. 우선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급부의 목적이 인간
의 노동력에 대한 도구적 사용관계일 때 비로소 인정된다. 이른바 인격적 종
속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i) 인사권 등 회사
조직에의 편입 여부와 지시권 행사와 (ii) 경영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가 여
부가 중요하다. 한편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있어서는 노무제공 계약관계의
당사자 간 경제적 종속관계가 중요하다. 경제적 힘의 비대등성으로 말미암아
‘공정’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노조법은 경제적 약자인 노무제공자들
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 간 계
약적 대등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학습지교사들의 수입이 특정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계약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사실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서의 위임형 노무제공관
계에 대한 노동법 제도체계의 진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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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산업혁명 이후 근대 시민법 체계 하에서는 노사 간에도 자유로운 계약 체결 원리가 작동
하고, 국가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노사 간 실질적 대등성(Reale Imparität
der Arbeitsvertragsparteien)이 결여되고, 이에 따라 불평등이 초래되면, 계약자유원칙은

스스로 무력화되고 만다. 계약자유원칙을 고집하다가 계약자유원칙이 형해화되는 아이러니
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노동법은 노사 간의 계약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체계
이다. 노동법을 통해 노사 간에는 대등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실질적인 사적 자치는
구현된다.1) 노동법은 가장 전형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토대로 한 법적 규율체계인 셈이
다.2) 시장경제체계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반대이다. 노동법 체계가 사회법으
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이념적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것이지만, 계약자유원칙을 실질적
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요,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다.3)
노동법을 입법하고, 그것을 통해 국가가 사적 계약관계에 개입하게 되는 결정적 당위성은
바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Schutzbedürftigkeit des Arbeitnehmers)’에서 찾아야
한다.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도한 노동법적 개입은 사적 계약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뜻하기 때
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구축하는 일은 곧 노무제공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을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근로자 개념을 확정하고5) 근로자
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노동법상 가장 난해한 쟁점 중 하나로 평가되어왔다.6) 근로자의
1) 이에 관한 자세히는 Fischer, ZfA 2002, 215(228) 참고.
2) Kraft, ZfA 1994, 463(463, 464).
3) 같은 취지로 이상윤,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
4., 60면 이하 참고.
4) Beuthien/Wehler, RdA 1978, S.5.
5) 우리의 경우와 달리 일본은 근로자에 관한 정의를 명문화해 놓고 있지 않다(하갑래, 근로기준법, 2019,
35면).
6) 강성태, “특수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노동법학, 제11호, 2000, 한국노동법학회,
2000; 김희성,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강원법학 제
44권,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2015; 김희성ㆍ한광수, “한전 단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연
구”, 노동법논총, 제3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5; 김형배, “골장 캐디의 노동법상의 지위”, 노동
법포럼 제13호, 2014,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박수근,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014 노
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박지순, “근로자개념론 - 골장캐디 사건 결을 계기로
-”. 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발표문(2015); 박순영,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기사의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83호, 법원도서관, 2010; 강기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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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개념 역시 결코 단일하게
규율되어서는 될 수도 없고 그리 되어서도 안 된다.7)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내용에 따라 보호 범위로서 근로자의 개념요소와 그 보호 실현의 방식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8)
우선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
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구별이 문제이다. 과거에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서만큼은 양 당
사자 간 전속적 제공 관계를 당연한 전제요건으로 삼았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기업
단위 노동조합 체계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그 조합원의 구성 역시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다수인 상황에서, 양자의 구별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었다. 오늘날은 다르다.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전속성이 점점 완화되고 있다. 다분히 자영적 틀을 유
지하거나 이를 지향하면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양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별
하는 것은 법리상으로 보나,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
질 수밖에 없다.
마침 최근에 학습지교사의 노동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률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극명하게 나뉘어졌던 바 있다.
구체적 사례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이 얼마나 난해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번 학
습지교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분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재평가함은 물론 새로운 개념구별 방법론과 지표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자의 범위”, 2000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1; 강성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7; 강희원ㆍ김영문, 근로자 개념과 계약
의 자유｣, 중앙경제, 2001; 곽병훈,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법원도서관, 2009; 권두섭, “근로자의 개념”, 2002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임, 2003 등 다수.
7) Boemke/Föhr, Arbeitsformen der Zunkunft, 2000, S.52.
8) Boemke/Föhr, Arbeitsformen der Zunkunft, 2000, S.52. EU법 차원에서도 단일한 ‘노동자’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EU법원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Martin Risak/Thomas Dullinger, EU법상 ‘노
동자’ 개념, 유럽노총연구소 (발행), 한국노총총연맹(번역), 2019,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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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건의 경위 및 판결
1. 사실관계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
원이면서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
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甲은 乙 등 학습지교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위탁계약에 따를 경우, 학습지교사들은 사실상 겸업이 어려웠으며, 甲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의 주된 소득원이었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
여 온 위탁사업계약의 보수 등 주요 내용 역시 甲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학습지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 등이 존재하였고, 甲은 학습지교사들에게 학습지 도서
를 제작, 배부하고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다.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르도록 하
는 등 어느 정도 甲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 위탁사업계약은 매 1년 단위로 연장되어왔는
데, 이후 甲이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에서 원고인
학습지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중앙2011부해
451/중앙2011부노118)에서,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학습지교사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 판결 요지
(1)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
1) 판단방식에 관한 판례 법리
대법원은 우선 학습지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와 관련하여, 乙 등이 근로기준법 상 근
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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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
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
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
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
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
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9)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
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
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0)

2) 법원의 판단
본 건 사건에서 1심법원은 본건 원고인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할 수 없고, 회사가 학습
지교사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교재를 가지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회원들을 지도하도록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는 등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이 국가의
관리ㆍ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의 각종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교사들을 참가인으
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11)
2심 법원12)은 판단을 달리하였다. 학습지교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서, 일반 직
원은 채용ㆍ인사ㆍ승진ㆍ근무시간ㆍ보수 등에 관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원고 교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과, 학습
지교사들은 위탁사업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능선생님 업무지침’ 또는 ‘재능교육 사

9)
10)
11)
12)

대법원 1996.
대법원 2006.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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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관리 규정’을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학습지교사의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교사들이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3) 이에 대
법원은 이 사건 乙 등 학습지교사에 대해 어느 정도 甲의 지휘･감독이 있었지만,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14)

(2)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1) 판단방식에 관한 판례 법리: 경제적 종속관계의 존부
한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乙 등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
이다.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
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15)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
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
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
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16)
노조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기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
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
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
니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17)

13)
14)
15)
16)
17)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2018.
대법원 1993.
대법원 2006.
대법원 2011.
2015. 6. 26.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 판결.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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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판단
1심 법원18)은, 노조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
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특정 기업에 대한 귀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공급자까지도 포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19) 본 건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
였다.20) 2심 법원21)의 판단은 달랐다. 학습지교사가 회원가입 홍보 활동에 투여한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학습지교사들의 겸직에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교사들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2)
이에 대법원23)은 참가인이 회원관리 카드 및 관리현황을 보유하면서 때때로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게 일정한 지시를 하고, 주 3회 오전에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참여시켜 지국장 주재
조회와 능력향상과정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학습지교사들은 어느 정
도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그러나 근기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사업
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
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참가인의 사
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인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서 참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
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참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들
어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였다.24)
18)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1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20) 나아가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가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
위 및 같은 법 제81조제4호가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
21)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22)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2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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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 석
1.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방식에 대한 의문
(1) ‘상당한’ 지휘･감독과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상이하며, 따라
서 그 판단의 기준 또한 다르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특히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본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방법론 차원에서의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대법원은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준별하되, 그 근거로서 근기법
과 노조법이 그 법목적을 달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해당 노무제공자와 그 노무의 수령
자 사이에서 고도의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는
종속성에 그치면 노조법상 근로자성만 인정한다. 대법원 판결의 문언만을 살핀다면 전자의
경우에 ‘상당한’ 지휘･감독 관계로 표현되고,25) 후자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
계로 표현된다. 이른바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관계란, 근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할 정도
가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정도의 종속적 관계성을 말한다. 이를
넘어서서 ‘상당한 지휘, 감독’ 관계로 평가할 경우, 대법원은 비로소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본 사안의 경우, 예컨대 참가인은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입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국장 및 단위조직장을 통하여 신규 학습지교사들을 특정 단위조직에 배정한
후 관리회원을 배정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종속적 지휘감독관계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그
종속적 지휘감독관계성이 단지 ‘어느 정도’에 그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근로자 개념의 단일성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휘감독관계의 ‘강약’에 따라 종속성의 정도를 판단하
며, 근로자 개념 역시 이에 연동시키고 있다.26) 이러한 판단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2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25)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은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 대신 구체
적･개별적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하갑래, 근로기준법, 2019, 37면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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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르면, 대법원이 단일한 종속성의 개념과 그 판단방식을 전제로 하면서, 단지 종속
성의 강도에 따라 근기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다.27) 종속성의 개념이 실질에 있어 단일한 것이라면, 근로자 개념 역시 - 종속성의 강도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 노조법이나 근기법에 상관없이 단일해야 마땅하므로, 지휘감독
의 강약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달리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28) 법목적이 다를 뿐
인데, 왜 이에 따라 사용종속관계도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발견할 수 없
으며,29) 근기법과 노조법 간의 법목적이 다르다는 의미를 두고 근로자의 개념 및 범위가
다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 견해에 따르면
단일한 방식으로 종속성이 인정되기만 하면, 노조법과 근기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근로자
개념이 인정되어야 하며, 노조법과 근기법은 단지 근로자에 대한 그 보호 수단이나 방법을
달리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30)

(3) 평가
판단컨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을 체계화함에 있어 ‘종속성’ 개념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조법상 종속성과 근기법상 종속성이 다를 수 없다는 견해 역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31) 다만 ‘종속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노조법이나 근기법에 상관없이 단일한 잣
대로 근로자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노조법과 근기법이 각각 입법 취지와 보호의 내용 그
리고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보호 범위와 대상도 또한 달라져야 함이 마땅하
기 때문이다. 근기법과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달리 평가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에서 법
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방식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종속성
의 개념을 단일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지휘감독의 상당성 여부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은

26) 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 판결)에서도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

27)
28)
29)
30)
31)

사들을 포함한 학습지교사들이 국가의 관리ㆍ감독 아래 근로기준법의 각종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적
용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교
사들을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상윤,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 4, 78면.
이상윤,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 4, 78면.
이상윤,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 4, 77면.
이상윤,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 4. 78면.
이상윤, “사용종속관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비판적 소고”, 노동법논총, 제45집, 2019. 4. 78면.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4호

130

계약 ‘(급부)목적’으로부터 포섭되는 것인 반면,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그러하지 않다. 계
약상 급부목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계약관계 당사자 간의 경제적 우열관계 그러니까 ‘지
위의 비대등성’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그 판단지표에 대한 재검토
(1)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과 ‘인격적 종속관계’
1) 노동력의 제공을 계약상 급부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
근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
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1호). 인간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계약관계
는 다양하다. 직접 하청 물량을 도급받아서, 원청기업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벽돌공32)이
나 택배운송계약에 기반하여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33) 역시 노무제공관계를 계약급부의 목
적으로 한다. 백화점 광고업무를 별도로 맡아 수행하는 노무제공관계도 있다.34) 이처럼 노
동력의 제공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는 고용, 위임, 도급 등 외에도 기타 무명계약
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2) 인격적 종속관계와 ‘도구적 사용관계’
노동력 제공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민사 전형계약은 고용, 위임, 도급 등 다양하다.35)
그중 근로계약은 매우 독특성 속성을 가진다. 바로 ‘종속성’이다.36) 이때 종속성이란, 근로
계약의 급부목적에 내포하게 된다. 근로란, 인간의 노동력을 - 인격을 고려함이 없이 - 마치
도구나 수단으로 삼아서 지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로계약의
급부목적이다. 요컨대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는 ‘인격적 지배관계’가 존재한다.
‘근로계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을 분해해 본다면 근로계약이란, (i) 인격체인 인간의

노동력을 조직에 ‘편입’시켜 (ii) ‘도구’로 삼아 ‘사용’37)하는 것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
32)
33)
34)
35)
36)
37)

Steinmeyer, DVBl. 1995, S.966f.
LG München I 15. 5. 1997, NZA 1997, S.943f.
LAG Köln 30. 6. 1995, AP Nr.80 zu §611 BGB Abhängigkeit.
BAG 26. 7. 1995, BB 1996, S.60.
BAG 22. 6. 1994, BB1995, S.52ff.
‘사용’ 또는 ‘사용자’라는 용어 자체가 이러한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용’한다는 것은 원래 물건이
나 도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이란 결국
인간을 도구로 삼아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셈이다. 인격적 지배관계라는 의미도 그렇고,
노동법이 근로계약관계를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도 또한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과 종속성 판단에 관한 소고 (권 혁)

131

약이라고 할 수 있다.3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근로자는 이에 복종하고 따라야 한
다. 이것은 인격적 지배관계요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단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
증이다. 인격의 지배를 감수해야 하는 자가 바로 근로자이다.39)

(2)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과정 지표’의 중요성
근로계약은 그 급부의 목적이 인간의 노동력 그 자체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처럼 인
적 지배관계가 근로계약의 요체이다. 인격적 종속성에 바탕을 둔 근로계약관계는 노동력 활
용의 방식이 독특하다. 타인의 노동력을 ‘도구로 삼아’ ‘사용’하게 된다. 요컨대 인격적 종속
관계성을 징표하는 결정적 지표는 마땅히 계약의 목적(급부목적)인 타인의 노동력을 활용하
는 ‘과정영역’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3) 도구적 사용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지표
1) 인간의 도구적 사용관계 지표로서 지시권과 인사권
독일 민법 제611a조에 정의된 근로계약 개념에 따르면, 근로계약이기 위해서는 노무제공
의무자가 그 노무제공 지시자에게 사회적으로(=인격적으로)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40) 이러
한 종속성은 경제적 의미에서의 종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종속성은 - 대상 판결
에서도 보듯이 - 자영업자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자영업자가 하나의 주된 고객과 거
래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종속성은 나타난다.
근로계약는 노동력의 도구적 사용관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그 일을 지시하
는 사람의 조직체에 ‘편입’되어 그 업무지시자의 ‘수단체’로서 일을 하여야 하며, 두 번째
업무지시자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는 경우여야 한다. 노동력의 도구적 사용관계는 지시와
복종으로 구체화된다.41) 지시권(Weisungsrecht)을 통해42) 타인의 노동력 그 자체를 통제할
38) BAG, Beschluß vom 28. 11. 1989 - 1 ABR 90/88 - AP Nr.5 zu §14 AÜG.
39) 인적 종속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김형배, 노동법, 제20판, 2018, 42면 이하).
40) 그밖에 독일은 민법 제611a조 상에 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인
격적 종속관계 하에서의 지시권의 복종 하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본다. 이때 근로계약에
대해 사법적 계약관계(privatrechtlicher Vertrag)에 기초한 관계의 당사자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
라서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군역대체복무근로자나 수감자는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독일 민법
제611a조 a) in die Organisation seines Auftraggebers eingegliedert ist, also die Betriebsmittel
des Auftraggebers nutzt und Hand in Hand mit dessen Arbeitnehmern zusammenarbeitet, wenn
man weiterhin).
41) BAG, Beschluß vom 28. 11. 1989 - 1 ABR 90/88 - AP Nr.5 zu §14 A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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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지시에 대한 근로자의 복종은 인사권을 통해 담보된다. 지시권의 행사와 인사
권에의 복종관계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승진이나 배치전환 또는
징계 등 취업규칙 상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결정적
판단지표가 된다.43)

2) 지시권 속성: 임의성과 사전불확정성
독일 민법 제611a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이기 위해서는 사법적 계약관계의 주된 급부 내
용이 노무의 제공에 관한 것(Dienstvertrag)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때 노무제
공계약(고용계약)이란, 독일 민법 제611조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여’ ‘미리 약정
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미리 약정된 노무의 제공이란, 노동력
그 자체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자신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 근로자의 ‘행
동’(Taetigkeit)은 그 장소, 시간, 방식 등에서 사용자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44) 임
의적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노동력의 활용방식과 내용이 가변적이어서, 사전에 고정화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용자는 지시권을 행사할 때마다, 고유한 지시권 행사의
동기(Motivation)를 가지기 때문이다.45) 이러한 점에서 근로계약상 노동력 활용관계는 도
급이나 위임계약과 구별된다. 도급이나 위임은, 사전에 약속한 일의 완수나 특정한 결과(제
631조)를 지향하는 것을 약정한다. 예컨대 일정한 회화작품 등을 그리기 위한 화가나 물건

을 배달하기 위한 물류운송업자, 건물 수리를 위해 투입된 전기수리기사나 목수 등과의 계
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46)

3) 경영위험의 부담 여부
현대적 근로자 개념(Zeitgemässer Arbeitsnehmerbegriff47))을 재구성하려는 시도 중 가
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위험부담론’이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본질
42) BAG, Beschluß vom 28. 11. 1989 - 1 ABR 90/88 - AP Nr.5 zu §14 AÜG.
43) 승진이나 제재 등의 인사조치와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노무제공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지시
와 그 이행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상 지시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4) BAG, Beschluß vom 28. 11. 1989 - 1 ABR 90/88 - AP Nr.5 zu §14 AÜG.
45) 이러한 점에서 사전에 계약목적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계약목적과 관련하여서만 실행되는 도급지시권
(Anweisungsrecht)과는 개념상 구별되어야 한다.
46) 독일 민법 제611a조 b) die Anweisungen des Auftraggebers befolgen muss, die sich auf den
Inhalt der Tätigkeit beziehen können oder auf den Ort oder die Zeit der Arbeit, und wenn man
schließlich
47) Wank, NZA 1999, S.22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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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은 결국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회사에 자신이 가담하여 조직의 일원으
로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48) 나아가 경
영위험은 고유한 경영사항인 인사권 행사 주체를 확인함으로써 규명되기도 한다. 자영업자
라면 인력투입의 장소와 인원 등을 스스로 정할 것이지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타인(사용자)
의 결정에 따르기만 해야 할 뿐 스스로 인사조직에 가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49) 이번에
신설된 독일 민법 제611a조에도 근로계약상 종속성을 정의하면서, 사용자로서의 어떠한 경
영적 위험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해 두고 있다.50)

(4) 소결: 지시와 인사권에의 복종관계
근로계약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도구적 사용관계’이면서 동시에 ‘인격적 지배관계’이
다. 근기법은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한다. 요컨대 근기법은 인간의 노동력을 도구로써 ‘사
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인격적 피지배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강행규범이다.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노동력의 활용‘과정’에서 도출되는
지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i) 인사권을 토대로 행해지는 지시와 그에 대한 복종사실
그리고 (ii) 경영위험의 부담 여부가 가장 ‘핵심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본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참가인은 원고 학습지교사들에게 학습 지도서를 제작, 배부하
고 표준필수업무를 시달하였다거나, 학습지교사들은 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회원 리스트와
회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참가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회원들의 진도 상황과 진단평가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입력하며, 2~3달에 1회 정도
집필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는 점 등과 같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시권 행사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i) 취업규칙이 적용되
지 않고, 승진과 징계 등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편입이 없고, 지시에의
복종을 실현하는 장치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ii) 학습지도방식의 결정도 중요
하다. 학습지도방식이 학습지교사의 자율과 능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곧 업무수행에 따른
경영위험을 교사 스스로 부담한다는 뜻이다. 근로자는 도구로서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경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지시권 행사 사실은,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
서 반사적으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시 사실들이 곧 인격적 지배관계를 징표
48) Boemke/Föhr, Arbeitsformen der Zunkunft, 2000, S.52.
49) Boemke/Föhr, Arbeitsformen der Zunkunft, 2000, S.52.
50) 독일 민법 제611a조 c) kein eigenes unternehmerisches Risiko trägt.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4호

134

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지교사들은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경영위험 역시 학습지
교사의 고유한 몫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乙 등 학습지교사들에 대하여 근기
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상 판결은 타당하다.

3.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그 판단지표에 대한 재검토
(1) 노무제공을 둘러싼 거래의 공정성과 ‘단결권’의 보장
본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헌법 제33조를 통해 단결권이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는 제도적
의미를 명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노동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서 경제적으로 힘의 우위에 놓인 자가 노무제공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인 노무제공자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결과
적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이 바로 단결
권의 보장이다.51)

(2) 노조법 제2조제1호 상의 근로자의 개념요소
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
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이 개념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금･급
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개념속성과 그러한 수입으로 ‘생활’한다는 의미이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1) 노무제공 계약의 당사자성
근로란 근로계약을 토대로 인격적 종속관계 하에서의 노동력 제공을 말한다. 그렇다면 급
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근로 이외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인격적 종속관계 하에서의 노동력 제공관계에서 지급되는 금
품이라면, 법상 명확히 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조법
제2조제1호 상의 개념 정의에 따르는 경우에도, 근로자 개념은 근로계약관계 뿐만 아니라
업무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그 밖의 노무제공관계 하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야
51) 만약 노동력의 제공자나 그 노동력을 제공 받는 사람 사이에서의 계약 내용 상 합의가 자녀 양육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노동력의 전면적 지배관계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
면 노무제공관계라고 하여 섣불리 근로계약관계를 상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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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요컨대 노조법은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한
다. 근로이든, 위임이든 노무제공 형식은 상관없다.

2) 노동력의 생계유지수단성
여기에 추가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이러한 노무제공관계에서 얻어지는 금품으로 ‘생
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생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노동력의 제공관계에서 얻어지는 금품에 의존해야 한다.

3) 당사자 간 경제적 비대등성
마지막으로 노무제공계약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 간 대등
성이 결여되어야 한다. (i) 노무제공자가 그 대가로 얻어지는 금품에 주로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ii) 당사자 간 힘의 대등성이 결여되면 이른바 경제적 종속관계(대상 판
결에서는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라고 설시하고 있다)가 발생한다.

(3) 경제적 종속관계 당사자 사이에서의 업무지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1) 업무위탁관계의 확대
대상 판결을 통해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방법론이 좀 더 명확해졌다. 노조법상 근로
자성 판단은 당사자 간 ‘경제적 종속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근기법상 근로자
성 판단을 위해서는 (i) 경제적 종속관계를 넘어 (ii) 노무제공(=급부목적)의 실질을 살펴야
한다. ‘인격적 종속관계’가 핵심개념요소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균질적 근로자상에서 벗어나 오늘날은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을 통해 일감을 받아서 사무를 처리하는 대신 그 대가로 금
품을 받는 경우가 그런 예다. 굳이 근로자를 수단체로 삼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제
3자에게 위탁하면 충분한 성과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근로계약관계의 형성은 기

피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노사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불편한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사용자로서는 노동력의 전면적인 종속적 지배를 위해 적극적인 노무관리에 나서야 한
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의 양과 내용이 일방적으로 지정되며, 각 개별 행위에 대한 근무평
가도 해야 한다. 근로자로서도 불편한 점이 있다. 근로계약관계의 틀 안에서 근로자가 인격
적 지배를 감수해야 한다.52)
52) 예컨대 사용자로서는 매출과 상관없이 하루 종일 배달 근로자의 노동력을 지배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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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색적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필요성과 방식
오늘날 회사 등 단체와 개인사업자 사이의 위탁사무계약관계에는 대부분 근로적 요소와
그 이외의 요소(위임, 도급, 무명계약 등)가 혼재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업무위탁계약관계에
서 업무이행과정만 살펴보면 마치 근로계약과 유사한 업무지시 사실들이 나타난다. 다분히
회색적 영역이다. 대상 판결에서도 학습지교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 있고, 표준필수업무
가 시달되었으며, 관리구역도 회사가 배정하는 점 외에도 주 3회 오전에 조회도 하고, 2～3
개월에 한 번씩 학습지교사들을 대상으로 집필시험을 치르도록 한 사실 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방송연기자나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인53) 등 다양한 ‘회색적’ 노무제공관계에서 근로자
성이 다투어졌거나, 다투어지고 있다. 그밖에도 보험사가 보험 가입 권유 업무를 텔레마케
터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판결도 있다.54)

3) 업무위탁관계 당사자 간 경제적 종속관계와 위임지시의 결부
노무제공관계에서 나타나는 지휘･감독 사실에 대해 노동법적 평가를 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근로계약상 지시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행동을 일일
이 제어하는 수단이다. 위임지시는 다르다. 위임계약에서 확정된 사무의 세부내용과 수행방
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제시하는 수단이다. 양자는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명확히 구별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의 판단은 매우 어렵다. 특히 위임지시가 경제적 종속관계와 결
부될 때에 그러하다. 그 실질이 위임지시이더라도 ‘경제적 약자’에게 행해지면 일견 근로
지시로 비춰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 학습지교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표준필수업무 시달, 오전 조회, 집필시험 실시 등의 사실 등이 그런 예다. 미리 정해진 위탁
업무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당사자 적격성에 관한 것이지만, 학습지교사와 회사 간 경제적
종속관계가 맞물리면서 모호하게 보인다.
염두에 두어야 할 바는, ‘경제적 약자’의 노무제공이라고 해서 곧 ‘근로의 제공’은 아니라
는 사실이다. 대상 판결에서도 경제적 종속성과 결부되어 단지 근로와 유사하게 보이는 사
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있다고 하면서, 학습지교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최근 방송연기자 사례도 마찬가지다.55) 방송사가 방송연기자의 배역을 지정하고,
연출감독자가 연기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한 사실 등에도 불구하고 ‘연기’는 연기자의 일정한
마다 건별로 일을 맡기면 되고, 노무제공자도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정하여 일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무제공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업무위탁관계는 점점 확대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
53) 이에 대해 자세히는 박지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위임직채권추심인 판결을 계기로 -”, 안암법
학, 2016, 319면 이하.
54)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판결.
5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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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능력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것인바, 그 속성상 근로로 볼 수 없다.56) 대법원이 방송
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유다.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텔레마케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
다.57) 텔레마케터 역시 나름대로의 업무 대응 매뉴얼이 제공되는 등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이 이루어진다. 위탁사무처리의 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전달하고 요구하는 것을 두고,
근로계약상 노동력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위임목적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을 전달하는 것은, 근로 지시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소결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종속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급부목적이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대상판결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는 노무제공
자의 보호를 위해 집단적 단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임을 강
조하고 있다. 오늘날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 생명보험사 지점장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수탁개인사업자들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관계 아래 놓여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사뭇 크다.
한편,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경제적 종속관계와 인격적 종속관
계를 준별함에 있어, ‘노무의 제공과정’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적 종속관계에 결부되어 외형
상으로만 근로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우선 계약상 급부목적인 업무
의 속성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를 통해 위탁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처음
부터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서다. 또한, 계약사항에 대한 제재나 불
이익의 결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인사제재나 불이익이 결부되지 않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평가하기 어렵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격적 지배관계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노무 제공방식을 지향할 수도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자칫 계약의 실
질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노무제공을 급부목적으로 하는 계
약 당사자들 사이에 경제적 힘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며, 이로 말미암아 계약의 공정성을 담
보하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이다. 즉,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방식과 내용이 아니라, 당사자 간 지위적 우열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판단되어야 한다.
56)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57) 서울고법 2018. 11. 13. 선고 2017나2071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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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학습지교사에 대한 업무상 지시권 행사 등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다
양한 지휘감독 사실보다는 오히려 당사자 간 경제적 비대등성에 주목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요컨대 대법원은 (i)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수입원이며, (ii) 사실상 당사자 관계가 전속적이면서도 지속적이고
(iii) 보수 등 위탁사업계약의 내용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학습지교

사가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 있음을 적절히 확인하고,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58)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학습지교사와 회사 측 간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지휘감독 사실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의 지휘･감독’으로 칭한 것은, 지휘감독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양 당
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에서와 같은 이른바 인격적 지배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지휘감
독사실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요컨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란, 인격적 종속은 없지만,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초래된 지휘감독사실을 말한다.

4. 근기법상 근로자 아닌 노조법상 근로자 보호에 관한 노동법적 체계
구축 필요성
(1) 업무수탁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재정비 필요성
오늘날 타인에 의해 수행되도록 할 업무의 성격상 노무 활용자 입장에서 볼 때 굳이 전면
적인 노동력의 지배보다는 필요한 때 업무를 맡기는 식이 효율적인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다른 한편 노무제공자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지위에서 일감을 받아 수입을 얻어 생
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 노무제공관계를 두고 양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요구가
일치하면서 향후 위임형 노무제공 형태의 일자리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59) 문제는
이러한 경우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될 공산
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식의 제도적 진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5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판결.
59)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를 때 우리나라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와 관련하
여 지난해 10월 기준 취업자 2천709만 명의 1.7%, 범위를 넓힌 종사자는 2.0%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때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남성이 66.7%, 여성이 33.3%로 집계됐다. 비플랫폼 경제 종사자 중 남성 비율
(56.9%)보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 중 남성 비율이 9.8%포인트 높다. 플랫폼 경제에 남성이 주로 일하는
대리운전･퀵서비스･음식배달･화물운송 직종이 많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2.6%로 가장 많았
고, 40대가 21.7%로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은 18.6%였다. 50대 이상 종사자가 많은 것은 이들 역시
대리운전･퀵서비스･화물운송 직종에 몰리는 탓이라고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58665).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과 종속성 판단에 관한 소고 (권 혁)

139

그중에서도 노동위원회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바
다. 종래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여 부당해고를 통한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 관
한 것이 주로 문제되어 왔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회사로 하여금 해당 해고근로자를 (i) 원직
에 복직시키고 (ii)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발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위탁사무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원상회복원칙을 구현하는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데 있다.
판단컨대 마치 근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회복되듯이, 학습지교사와 학
습지 회사 간 위탁사무계약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도에서 노동위원회는 위탁사
무계약의 해지에 대한 취소명령을 부당노동행위 구제 차원에서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한 계약해지의 실질은 해고
로 평가될 수 없는바, 해고법상 정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간의 합
의 등에 기초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할 필요성이나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계약해지
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60)

(2) 위임업무수탁자의 단체교섭 등에 관한 법적 체계 구축
그 외에도 업무수탁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면, 교섭단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로 독일 등 서구 선진국들은 대개 산별 단위노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
법상 명시된 바와 같이 단결권의 향유 주체는 ‘모든 사람’이다.61) 흥미로운 점은 단결의 자
유(Koaltionsfreiheit)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도’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독일연방헌
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62) 사용자단체(Arbeitsgeberverband)도 ‘단결체(Koalition)’
로 본다. 요컨대 개별기업단위 노조체제 하에서 교섭과 협약을 체결하는 현재 제도체계를
전제로 하는 한, 새로운 교섭질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Art.9 Abs.3 GG: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단결체를 조직할 권리는 누구에 대해서도, 또 어떠한 직
업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60) 이에 대하여는 추후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61) 이 점에서 우리 헌법 제33조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결권은 헌법에서 ‘근로자에게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결체는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62) BVerfGE 17, 319(33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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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근기법은 노무제공관계에서 인격적 지배를 수반하는 경우, 그 인격적 피지배자인 노무제
공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구현하기 위한 규범체계이다. 인격적 지배관계란, (i) 인격체인
인간의 노동력을 조직에 ‘편입’시켜 (ii) ‘도구’로 삼아 ‘사용’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에서는 과정지표가 중요하다. 요컨대 근로
계약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활용되지만, 그것은 결국 ‘사용지휘명
령관계’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비대등성을 확인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지표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
다.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는, (i) 인사권 등 회사 조직에의 편입 여부와 지시권
행사 그리고 (ii) 경영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가 여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본건 학습지
교사들이 인사제재 등 취업규칙에의 적용을 받음이 없고, 경영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
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는 일응 타당해
보인다.
2.

한편,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호 경제적 힘의 비대등성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렇듯 ‘공정’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
우, 노조법은 경제적 약자들로 하여금 단결권을 보장하여 노무거래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
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3권의 제도적 의의다. 노동3권의 주체로서 노조법상 근로자성
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적 종속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위탁 업무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의 지시 등 개입 사실은 본질적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계약 당사자 간의 지위
즉, 계약적 대등성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학습지교사들이 자신
의 수입을 특정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약의 조건 등 주요 내용이 회사로부터 일방적
으로 정해지는 등의 사실도 양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종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3.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서 나타나는 협조나 요구는 외견상 근로계약상 지휘감독관계와 매
우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서 양 당사자 간에 오가는 협조요구도
사실상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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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업무지시사실로부터 인격적 종속관계임을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노무제공관
계에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상 제재 등의 조치를 감수해야 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단지 경제적 비대등성 관계에서 초래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관계인지는 구별
해야 한다. 위임형 노무제공관계에서 나타나는 노동법적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 이점에 유의
해야 한다.
4.

향후 위임형 노무제공계약관계는 확대될 것이다. 플랫폼을 토대로 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런 만큼 소위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비중은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에 대비한 노동법의 진화가 시급하다. 우선 위임계약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방
식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부터도 명확히 해야 한다. 나아가 업무수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하는 한,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도 필요하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근로자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한 변화는 순식간에 발생할 공산이 크다.
노동법의 ‘진화’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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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Concept of Workers in Labor Law
Hyuk Kwon
In Korea, there are teachers who teach students privately with their materials.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cently saw that the teachers could have the right
to make Union. But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the company was not a working contract relationship.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worker concept in the
contract law and the worker concept in the union law. First of all, the contract to
provide dependent labor is recognized only when the purpose of contract payment
is the instrumental use of human labor. The so-called personal dependency must
be premis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 include the right to exercise one’s
right to personnel management and (ii) to bear the risk of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n the labor law of Union, the economic dependency between
the parties in the labor contract is important. If fair trade is virtually impossible
due to the inequality of economic power, union law guarantees the right to unite
the laborers who are economically weak.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contractual
equivalence between the parties, rather tha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or the
facts of the entrusted work.
There is also a gray area. Directive and obedience may exist even if they are not
related to workers and us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In some cases, he or
she is obedient when the work order is issued among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elegated contract. At this time, the facts of directives and obedience may make
it seem like a working-contract relationship exists. However, the facts that appear
under economic subordination may seem very similar to the supervisory relations
in apparent labor contract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Economic and
personal dependencies should be distinguished. Most importantly, as the mandated
labor contracts are expanding. There is a need to urge the evolution of th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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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ystem for those who are not emplyee but are union workers. The concept of
workers varies. As a social underdog, the principle that workers should be
protected should be maintained. The important thing is to identify who is socially
disadvantaged. This is why legal Regulation for the future labor market seems difficult.

Keywords: union, Labor Standards Law, outsourcing, personnel rights, right of
direction, management ri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