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회 사

존경하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장 부산대학교 김기승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엄중한 시기지만 오늘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매년 연초에,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께서 지난해 공들여
준비한 논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개 분과의 14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는 기회불평등, ESG 경영, 하청근로자
노조와 관련된 이슈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노동복지 세션을
새롭게 구성하여 산재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발표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의 고용, 노사관계 이슈와 관련된 가장 큰 화두를 택해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특별세션을 매년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전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전염병 팬데믹으로 고용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될 신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물론이고 풀리지 않는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많은 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대면으로 참석하시거나
Youtube로 나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중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시거나
사회 및 토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특별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동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기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꺼이 공동주최를 허락해 주셨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기관 후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를 준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학술대회에 동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학술대회가 유종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커다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김 기 승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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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개회식 및 축사

14:00~14:10

◾개회사: 김기승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축 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1부 특별세션 온라인 생중계(Youtube)
사회 :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전환
발제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14:10~15:40

토론 :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15:50

휴

식

2부 분과별 세션 온라인 생중계(Zoom) (노사관계 / 노동법 / 노동경제 / 노동복지)
사회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When are Recipients More (or Less) Willing to Return Past Help? The Role of
Help-Giver Reciprocity Expectations and Relative Status
발제 : 홍운기 (UNIST 경영과학부 교수), Lu Zhang (UNIST 경영과학부 교수)
토론 : 김광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해외기업 ESG에서의 성평등지표와 활용사례
15:50~17:30
노사관계 세션

발제 :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의류기업들의 지역적 확장: 전자사업과의 비교
발제 : 이준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선욱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박주영(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급과 직무순환은 공존하는가
발제 : 옥지호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박경원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 :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발제 : 김영문 (전북대 법전원 교수)
토론 : 권 혁 (부산대 법전원 교수)
◾도급인의 단체교섭의무 관련 분쟁 및 법적 쟁점
15:50~17:30
노동법 세션

발제 :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성과급의 근로대가성 인정요건에 관한 판례 검토
발제 : 이준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법제의 입법동향과 주요 쟁점
발제 :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토론 :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사회 :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발제 :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15:50~17:30
노동경제 세션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발제 :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훈련품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학습병행 청년층의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발제 : 홍광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사회 : 황성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산재보험 신청주의의 한계
발제 : 김영미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15:50~17:30
노동복지 세션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제 : 전경미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 박지혜 (연세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발제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오종은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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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1)
최 영 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1. 3중의 고용위기
○ 제1의 위기: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과 만성적인 고용부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이 심화돼 왔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고용위기 극복을 내걸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을 시도했으나 고용
부진의 장기 추세를 역전시킬만한 노동시장 개혁의 빅 푸시(big push, 대전환)에는 실패함.
- 1998년 2월 노사정이 체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핵심 내용도 노동계가 정리해
고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대대적인 고용조정으로 실업자가 100만명 넘게 추가
로 증가함. 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이 1년 만에 4.4%p 감소하여 56.4%로 급락하며 한국경제 초유의 고
용위기를 겪게 됨.
- 외환위기 이전 수준의 고용률은 2019년(60.9%)에야 회복했으나 그 사이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넘게 증가하고 국내총생산은 500조원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할 때 GDP 10억원 증가로 인한 고용 증가 규모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반으로
줄었고 특히 좋은 일자리의 보고인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1996년의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락
했음.
* 취업계수: 1996년 28.3(제조업 31.5) -> 2019년 14.7(제조업 9.0)
-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고용촉진 정책을 시도했지만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고용률
변동이 지지부진하며 2019년 고용률(66.8%, 15~64세 기준)이 OECD 주요국 대비 5~10%p 정도 낮음.
일본이나 독일, 영국에 비해 10%p 정도 낮고 미국에 비해서도 5%p 낮은 상태임.
- 일본과 독일은 2000년대, 영국과 네덜란드는 1980년대 나름의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률을 10%p 정도
끌어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이후 역대 정부들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고용전략을 구
사했지만 고용률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과감한 노동개혁(big push)에는 실패했음.

1) 한국공공정책연구서에 제출한 보고서를 학회 발표용으로 수정, 요약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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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위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와 고용의 질적 악화
-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위기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확대라는 고용의 질적 악화
로도 나타남.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예비 취업 형태로 활용하던 기간제 계약직의 고용형태가 외환위
기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늘었고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 내부 노동시장과 분리된 별도의 2차 노동시장으로 발전해 왔
음.
- OECD 국제비교 통계를 보더라도 기간제 임시직의 비중(2019년 24.4%)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는 2배, 영국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3년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률이 22% 정도로 네덜란
드(70%)나 독일(60%)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단절된 별도의
고용 특성을 갖고 있는 2차 노동시장으로 파악됨.
- 비정규직을 별도의 직군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향은 1998년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촉발
되었고 이후에도 제조업보다는 정부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공공사회서비스 업종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보건사회복지업종 일자리의 40.9%가 비정규직(기간제 임시직)이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
산되고 있음(2013년 27.3%에서 2020년 40.9%).
- 민간부문의 저임 불안정 고용은 특고와 플랫폼 노동,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발전해왔으며 고용형태가
다양화하면서 근로자성이 모호한 종속적 자영업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이들은 정규직 1차 노동
시장과의 격차가 아니라 근로자 지위를 획득하는 문제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상의 권리와
보호,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얻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음.
- 이런 경향은 한국 특유의 노사관계 시스템인 기업별 단체교섭 제도에 의해 더욱 굳어져 왔고 앞으로
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음.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50%, 공공부문은 70% 넘는데 비해 비
정규직이나 1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조직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크지 않음.
-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연공 중심 인사관리 시스템이 기업 내부 노동시장과 기업
밖의 외부 시장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중도 채용을 비롯한 자유로운 노동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과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격차를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분절을 확대하
는 제도적 요인으로 작용함.
- 결국 연공 중심의 인사관리와 임금/직무 체계 그리고 기업별 단체협약으로 2중, 3중으로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과 그 밖의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법적 보호와 체계적인 인사관리의 사각지대
에 방치된 외부 노동시장과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제
도로 굳어지고 있음.
○ 제3의 위기: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 코로나 경제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만성적인 고용부진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대면 서비스업종의 저임금 불안정 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와 소득에 더 큰 타격을 가한 반변 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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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판매와 배달 등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일자리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그나마 다행스런 점은 코로나19의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고 경제활동이 극도로 위축됐던 2020년
3~4월에 200만명의 취업자가 실질적 실직 상태에 빠졌지만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제도에 힘입어
100만명의 근로자가 휴직 상태로 해고를 면할 수 있었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으로 5월 이후 고용사정
이 조금씩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며 급격한 고용 충격을 피할 수 있었음.

주요국의 고용지표 변동
‘19년대비 ’20년 고용지표변동

일본

한국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0.7

△0.8

△1.0

△1.5

△5.2

△6.2

실업률 상승폭(%p)

+0.4

+0.2

+1.0

+1.3

+3.8

+4.4

자료: 고용노동부(2021)
- 기업들도 미국의 경우처럼 패닉 해고로 가기보다 무급 휴직이나 순환 휴직, 재택근무 등 여러 수단
을 동원하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함으로서 노사 신뢰를 쌓고 인적자원을 보존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음. 그러나 동시에 노동시장 충격은 고용 약자에게 더 크게 미쳤다는 점에서 고용 안전망
의 중요성과 방대한 사각지대의 위험을 일깨우는 계기도 되었음.
- 세계 공통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팬데믹으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자 여성 고용이 크게 감소했고 경
기가 회복되더라도 돌봄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여성 고용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줌. 한국은행의 코로나19와 여성고용에 대한 분석결과(2021.5)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급증한 돌봄과 가
사노동의 부담을 떠안게 된 육아기 여성 취업자의 고용 감소가 크게 나타남. 여성 취업자 전체로 보면
여성이 5.4% 감소하여 남성(-2.4%)보다 2배 이상 감소했고 고용률 감소 폭도 남성보다 0.9%p 높았음.
여성 취업자 감소를 연령대로 보았을 때 육아기 여성(30~45세 기준)의 취업자 감소는 95.4%가 기혼여
성의 실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미혼여성 취업자는 코로나 확산 초기 6% 정도 감소했지만 6개월 후
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과 대비됨.(한국은행,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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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기의 경제적 충격의 규모 비교

석유위기

2차 석유위기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코로나위기

(1975)

(1980)

(1998)

(2009)

(2020)

GDP

-2.6

-12.3

-13.1

-3.9

-3.7

민간소비

-2.7

-7.39

-19.7

-3.2

-7.41

-222

-316

-1,512

-311

-457

구분(%p)

취업자
(천명)

자료 : 산업연구원(2021)
주 : 충격의 크기는 이전 5년(고용은 3년) 추세 대비 변화 폭
- 2022년 이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기에 들어서더라도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의 추세는 더욱 가
속화될 전망임.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은 직업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을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투자하기 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임.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고용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는 점임.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2~3년 후에나 가능한 계획이어
서 코로나위기 극복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2. 역대 정부의 고용전략 평가: 구조개혁 없이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미봉
○ 고용위기에 대한 근원적 인식 부재와 미봉
- 외환위기 이후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고용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반복적인
고용 충격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확대나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타협으로 봉합하
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음.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또는 고
용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유도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 등 큰 정책(big
push)을 동원하는데 실패함.
- 김대중 정부는 한국경제 초유의 실업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근로를 허용했을 뿐 아니라 해고가 쉬워야 고용도 늘어난다며 기업의 대대적인 고용조정
과 비정규직의 확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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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을 포기하더라도 빠른 경제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가 당시로서는 불가피했을 수 있
으나 그 이후 지속되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과도한 비정규직의 증가를 감안할 때 정책의 오버 슈팅
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그 정도의 고용 유연화는 불가피했고 오히려 근로기준법 23조의 개별 해고
규제도 손질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998년의 근기법 24조(경영상 이유의 해고)개정과 대대
적인 고용조정은 그동안 한국의 고용관계를 떠받쳐왔던 완전고용의 정책 목표와 고용이 보장된 평생직
장이라는 심리적 계약을 너무 가볍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 특히 경영 위기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신규 고용 창출이나 종사자들의 고용 보장을 중시하는 동아시
아 자본주의적 특성을 버리고 수익 위주의 경영전략을 구사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이익 극대화
를 위해 흑자에도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거나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까지 불사하는 영미형의 주주자
본주의적 속성을 강화시켜 나감.(이근, 2021)
-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일시적 고용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고용형태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도
외환위기 이후임. 1998년에 진행된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정부 쿼터를 맞추기
에 급급하여 급격한 고용조정 이후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기관들이 일시적 방편으로 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때부터임. 이는 한국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배경
이기도 함.
- 노무현 정부는 과도한 고용 유연화의 부작용으로 심화돼가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 비
정규직 보호법(2년 기간제한과 차별금지)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대란으로 야기된 2003년의 일시적 고용충격(취업자 1만명 감소)
을 완화하기 위해 워크셰어링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정 타협을 성사시킴. 또한 고용을 노동행정의 중심
에 두어야 한다며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직업훈련 체제를 정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
음.
* 2003~2007 최저임금 연평균 10.4% 인상, 2003년 취업자 –1만명
-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진보적 처방을 비판하며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전통적 고용 관점을 견지함. 이런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2년 기간제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고용유연화를 시도했지만 법 개정에 실패함. 오히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자 고용
유연화 정책을 포기하고 워크셰어링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2009)를 도출함.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이
후에도 고용 중심의 경제정책을 표방하며 각 부처의 정책 평가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고용지표 관리에 강조점을 두긴 했지만 종합적인 고용전략 수립이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 개
혁에 나서지는 못함.
-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제1 국정과제로 제시(2012년 고용률 64.3%, OECD 기준)하는
등 매우 세련된 고용전략 목표를 제시하며 임기 첫해에 정년 60세 연장과 여성고용촉진(시간선택제 일
자리 확대 등)을 추진함. 임기 중반인 2014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하고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2015. 9. 15)을 도출하기 함. 이는 고용 유연화나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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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연공주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사회적 타협으
로 개혁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그러나 대타협 직후 정부가 입장을 바
꿔 합의에서 제외했던 취업규칙 변경과 개별해고관련 행정지침을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합의는 파기되고 그 이후 노동개혁 논의는 정부의 개혁 의제나 대화 테이블에서 사라지게
됨.
○ 문재인 정부의 과잉 일자리 정치와 정책적 혼선
- 문재인 정부는 일일 고용동향을 점검하겠다는 다소 과장된 각오를 다지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부터 설치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의 구성을 대통령의 1호 지시로 내놓았음. 또한 취
임 1주일 만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노사를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천명하고
취임 2개월여 만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라며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 그러나 2016년
성장률이 2.9%.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에 불과했기 때문에 16.4%의 인상률은 역대 최고의 실질 상
승률이자 중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
-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할 정도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를 구체화할 정책 수
단을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님. 왜냐하면 일자리 정부는 고용의 양적 위기 또는 만성적인 고용부
진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라면 비정규직 제로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의 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목표와 수단이 충돌하는 정책적 혼선을 자초하게 됨. 이러한 혼선이 극적으로 표출된 정책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었음. 2018년 16.4% 인상으로 고용충격이 코 앞에 닥치자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지
원에 나섰지만 이미 일자리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는 크게 손상됐고 소득주도성장과 고용노동 정책들
은 큰 저항에 부딪힘.
- 2018년 상반기 고용실적이 크게 악화됐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며
2019년 최저임금을 또 다시 10.9% 인상하고 2조 8천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함. 결국 2019년에
들어서야 2018년 고용실적이 10년 만에 최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충격을 완
화하기 위하여
i)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정기 상여금이나 일부 복지수당 등을 최저임
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ii) 2019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포기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정
책을 선회함. 2020년 2.5%, 2021년 1.5%로 낮추며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7.4%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
자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문 정부 5년 평균 7.4% 달성이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의 변수로 작용하
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됨.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2020년 1만원 달성이라는 무리한 정책 목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처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결정하
고 사후에 수습하는 식이어서 필요 이상의 갈등과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점임. 예컨대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2017. 8)한 이후에야 대규모의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예산을 편성(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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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에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나 하청 단가 조정 등의 지원책을
보완하는 방식이었음.
-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해소 정책일 수 있지만 이 밖에도 고용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
와 함께 한국 특유의 과밀 자영업 부문을 업그레이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정책 차원의 지원 패키
지를 충분히 준비했어야 함. 이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부합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가 있
더라도 산업구조 합리화를 위한 투자적 성격이 강해 정책에 대한지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
실제 정책 추진 과정은 뒤죽박죽이었고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정책 실패의 반면교사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실패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 정책팀이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져 정책 추진과정에서 야기될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임. 스스로 공약을 뒤집고 수정하기 어웠다면 야당 또
는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선거 캠페인용 정책을 다듬고 조정하여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혀 나갔
다면 정책의 순응도(policy compliance)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정책의 실패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복사한 것이
지만 추진 프로세스는 그 때의 정교함에도 미치지 못함. 노 정부는 2004년 방침을 정하고 실태조사
(2006년)를 거쳐 2007년까지 7만 2천명의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박근혜
정부도 두 차례에 걸쳐 기간제 비정규직 8만 9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은 정부가
손쉽게 비정규직 보호 의지를 과시하는 정책의 전시장으로 활용돼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과거보다 더욱
과감하게 정치적으로 파견과 용역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정규직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문제는 정부의 반복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그들만의 잔치일 뿐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감
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효과가 나타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격차만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임.

자료; 김동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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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준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 효과만을 노리며 조
급하게 추진함으로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고 공공기관들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의 불씨를 끌어
안게 되었음.
i) 무기계약직(또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력은 기존의 정규직 트랙과는 다른 인사관리 풀(누적 35만
명)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승진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또는 격차 시정을
요구하며 회사뿐 아니라 정규직 노조와도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 2021년 건강보험공단의 노노갈등이나 민주노총의 7월 집회 등
ii)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했어야 할 전환 이후의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와 인
사관리 체계에 대한 일관된 매뉴얼도 없이 정규직 전환만 약속했기 때문에 지역과 기관에 따라 제각각
으로 결정됐던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표준화하여 임금의 공정성을 높이고 갈등 요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불공정 시비를 더욱 증폭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함,
iii) 정책 추진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정부의 노동정책은 과잉 정치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정책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갈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공론화도 없이 대통령이 취임 1주일 만에 직접 사업장의 노사를 앞에 놓고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2017.
5)한 다음에야 고용노동부가 서둘러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2017. 7)했고 모든 것이 정해진 다
음에야 한국노동연구원이 나서서 일부 업종에 한해 직무형 표준임금체계 모델을 권고(4개 직종 발표,
2017. 11)하는 방식이었음.
- 문재인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과 불평등 완화 그리고 노사관계의 정상화 등의 큰 목표를 세우고 출
발했지만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많지 않았고 정책 추진 방식도 매우 미숙하여
큰 부작용과 여러 미완의 갈등 과제들을 남겨두게 됨.
3.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으로의 전환
·○ 경제사회적 배경
- 사회적 대화 1.0 시대의 과제가 자유주의적 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병행 추진이었다면 사회적
대화 2.0 시대에는 그동안 지체돼 왔던 사회적 자유주의 개혁2) 과제에 천착할 필요가 있음. 노무현 정
부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이나 선진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었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
직 줄이기 등)이나 사회적 대타협(9. 15 대타협)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의 수준을
넘지 못했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을 개혁해야한다는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지는 않
2) 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던 노동법의 여러 규제 조항들을 철폐하는 성격의 개혁을
통칭함. 1987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된 노동권 회복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은 2020년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음.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은 대체로 세계화와 금융화의 진전
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개혁을 지칭함.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20세기 들어서 제기됐으며 시장경제에서 초래되는 불평등의 심화가 경제사
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국가의 개입으로 자유방임 시장의 폐단을 완화해야한다는 사상임. 정책적으로는 1929
년 대공황 이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비롯하여 영국의 케인즈(John M. Keynes)와 베버리지(W. Beverage)
가 주장했던 수정자본주의적 노사타협과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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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
- 2차 노동시장의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노동법적
보호와 사회보장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음.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적 규제는
거의 해소됐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경영전략이 장기적 투자와 발전보다 단기수익 극대화로 바뀌면서 다양한 방식의
고용 유연화가 급속히 진행됨. 기업별 교섭체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
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나 노사관계의 제도적 교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지속됨.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에 육박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삶의 질이나 여
성의 지위, 사회갈등지수 등 사회지표에서 OECD 최하위권을 맴도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개혁 이후 심
회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완화하기위한 정부의 사회정책적 개입이나 노사관계의 분배 기능
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임.
-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자영업을 비롯한 영세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디지털 전환이 급가속하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과거의
정상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운 계층이 증가할 전망임.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며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직업과 직무의 전환이 빨라질 전망임. 그러나 이러한 산업과
고용의 전환 과정이 제도적 조율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졌을 때 사회갈등과 사회적 불안의 위험
은 높아지고 시장의 효율도 악화되는 ‘죽음의 계곡’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정책 전망
- 2021년 영국 콘월(Cornwall)에서 있었던 G7(+3) 정상회의에서 ‘더 나은 미래 건설(Build
Forward Better)을 새 비전으로 제시하는 콘월 컨센서(Cornwall Concensus)가 만들어짐으로서 지난
30여년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위세를 떨치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census)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상징성을 얻게 됨.
- 콘월 컨센서스가 지향하는 더 나은 회복(Building Back Better) 전략에 미국과 유럽(EU)이 합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유럽이 요구하는 디지털세와 미국이 주장하는 15%의 최저법인세율을 하나의 패키지
로 묵고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인권 및 노동기준을 강화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임. 이
러한 합의는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것이지만 세계경제의 선도국가들이 경제회복과 고용유지, 디지털 전
환과 불평등의 완화, 기후위기 대응정책 등이 새로운 세계경제 패러다임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기도 함. 이는 지난 30여년 중국을 포함한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 개방적인 GVC와 FDI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와 기술 안보를 축으로 하는 중국을 배제한 질서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임.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공급망 재
편에 직접 개입하고 있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환경과 노동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함으로
서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권의 도전에 방어벽을 높일 가능성도 있음. 그런 조짐의 하나가 2021년 말
미국 의회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책정하면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차에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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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달러의 추가적인 공제를 주는 법안의 추진임. 독일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미국 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얻고 러스트 벨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보호무역주의
적 경향을 보이는 사례라고 하겠음. 또한 지난해 11월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하여 앞으로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및 우방국과 새로운 경제 틀을 만들겠다고 공언
했을 뿐 아니라 통상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얀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먼저 요구했고 한미
FTA의 노동조항에 근거하여 노동권 보호의 일반원칙을 무역대표부에서 언급한 것도 놀라운 변화임. 이
는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통상질서와 공급망 질서의 재편이 어떤 규범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
고하는 사례들이라고 하겠음.
-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풍미하던 수익 극대화 경영전략과 주주자본주의에
편향된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세계는 기업체 종사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소비
자를 모두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확장해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중국이 共同富裕를
새 국가전략으로 내걸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나 2020년 OECD 주요국
의 중앙은행들이 자사주 매입과 과도한 배당 자제를 권고하고 나선 것도 주주수익 극대화 일변도의 경
영전략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와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
영 간에 과학기술과 불평등 정책을 두고 새로운 체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OECD와 같은 경제기구들도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과도한 고용 유연성이
노동시장의 충격을 가속화함으로서 오히려 경제의 빠른 회복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
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미국 노동시장의 취약성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음. 2020년 2월 사상
최저 실업률(3.5%)에서 불과 2개월 만에 패닉해고 사태를 거치며 2차 대전 이후 사상 최고의 실업률인
14.4%까지 치솟았던데 비해 한국과 일본, 독일의 고용충격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 예기치 못한 팬데믹 시기에 고용시장의 패닉을 야기하고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촉발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기롭게 관리해야 하는 가까운 미
래를 생각할 때 노동개혁의 단골 메뉴였던 고용보호법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aw)의 유연화
는 더 이상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역할하기 어렵게 됨. 미국의 경우 2021년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며 고
용 사정이 크게 개선됐지만 일부 업종에서 구인난과 大辭職(great resignation) 사태를 겪는 등 고용지
표는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OECD가 1993년 이후 주기적으로 제시했던 고용전략(Jobs Strategy)도 30년 전 유연성 제고 중심
에서 2013년의 유연안전성(flexicurity)라는 절충적 해법을 거쳐 2018년 고용전략에서는 보다 적극적으
로 고용의 질적 개선(Better Jobs for All)을 제시하며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사정에
맞는 고용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후퇴함(허재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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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의 15～64세(OECD비교기준) 월별 고용률 변동 추이
’19. 12월

’20. 2월

3월

(단위: %)

4월

5월

‘21. 4월

한 국

67.1

66.3

65.4

65.1

65.8

66.2

미 국

71.6

71.6

70.4

60.6

62.6

68.8

일 본

77.9

77.7

77.5

76.8

76.9

77.4

주요국의 고용지표 변동
‘19년대비 ’20년 고용지표변동

일본

한국

독일

호주

캐나다

미국

취업자 증감률(%)

△0.7

△0.8

△1.0

△1.5

△5.2

△6.2

실업률 상승폭(%p)

+0.4

+0.2

+1.0

+1.3

+3.8

+4.4

자료: 고용노동부(2021)

○ 3중의 전환(팬데믹, 디지털, 에너지 전환)과 한국판 뉴딜
- 정부는 월별 고용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취업자 총량이 코로나 충격이 닥치기 전인 2019년 2
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인구변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눈가림 실적에 불과하고 고용률 기
준으로 보면 완전한 고용회복은 앞으로 2~3년은 소요될 전망임. 한국노동연구원의 고용전망(2021. 12)
에 따르면 2021년 고용률이 전년의 60.1%에서 60.5%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에도 60.6%에 그칠 전망
이어서 2019년의 고용률 60.9% 회복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 충격의 빠른 치유와 회복, 디지털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과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가 위기관리기
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산업전환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등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공급을 통한 불평등 완화라는 정책기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돌이켜 보면 1997년 이환위기 이후의 정책 패러다임이 지나치게 금융주도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되
어 단기 수익을 위해 고용을 희생하고 균형 성장의 가치를 너무 쉽게 포기했던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
요함. 외환위기 이전 1만 달러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9년 3배 이상 증가하고 5천억 달러 규모의
GDP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률(15세 이상 인구기준)은 60.9%로 1996년과 동일한데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내하청이 확산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화돼 왔음.

-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은 배당보다는 장기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분배가 개선되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모델의 전형적인 선순환 구조를 그려왔음.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
후 금융시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투자자들의 실적 압박과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자 기업들은 투자보다
배당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경영전략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동비용과 납품비
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였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음. 한국경제는 점차 성장이 분배 악화로 이어
지는 영미형 자본주의의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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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로 2019년 한국의 10대 상장기업 배당률이 41%까지 치솟았지만 미국의 10대 기업은 수익의
32%만을 배당했다는 사실은 한국 기업의 과다한 배당 성향을 확인해줌. 특징적인 경향은 외국인 주식
지분이 높을수록 배당 성향이 높은 반면 투자 비중은 낮아지고 일자리 창출과 분배 개선 효과는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이근, 2021).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위해
배분하지 않고 주주 이익을 높이기 위해 대거 자사주 매입에 투입하는 행태가 일반화돼 있고 삼성전자
와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조차 경영권 위협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결정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한 바 있음(김우진.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
증연구” 2017).
-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기초가 됐던 고용 유연화 합의가 단순히 긴박한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에 그치지 않고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 전환과 광범위한 간접고용의 확산으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 25여년의 경제적 성취에 대비되는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하여 냉정
한 평가가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자본주의와 선도국가의 발전모델을 찾아가는 사회
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새 질서를 여는 사회협약(new deal)을 도출해야 함. 3중의 전환을 거치는 다음
정부에서 추진해야할 사회적 대화 2.0과 한국판 뉴딜은 향후 30년의 국가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1987년의 민주화와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의 정치경제가 정치적 민주화라는 변곡점과 시장경제
로의 전환이라는 두 개의 변곡점을 넘어서는 국가적 개혁의 시기였음. 전환의 계곡을 비교적 성공적으
로 통과하여 새로운 단속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큰 힘은 정치사회적 타협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
음. 1987년의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은 일종의 협약에 의한 민주화로의 전환이었고 1998년 노사정
대타협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명시적인 사회협약이었음. 협약의 핵심적인 정치적 교환은 노동계
의 정리해고 수용과 정부의 전교조 합법화였지만 이 밖에도 공공과 금융부문 개혁과 재벌개혁, 정경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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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근절을 비롯한 정치개혁 등 한국경제 대개혁의 청사진을 사회협약에 담았고 재계와 노동계, 여야 교
섭단체 대표들이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유럽의 사회적 합의와 구분됨.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를 단숨에 위기에 몰아넣었고 팬데믹에서 벗
어나더라도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불평등에 대처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함. 발전의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등 몸집을 키웠으나 고용위기와 불평등, 대립적 노사관계의 지속과 비타협
적 진영 정치의 악화 등으로 경제의 지소가능성을 위협할 지경에 이름. 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돌
파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대화와 국가적 대타협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이슈들
1) 자영업종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일자리 구성이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자영업 구조조정 사례를 볼 때 코
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부문은 빠르게 온라인 플랫폼에 흡수되거나 업종 전문화 등으로 빈
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를 거쳐 전체 취업자의 24%에 달하는 취업자 비중은 15% 안팎까지 감소할 가능
성이 높음.
-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영업 부문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용
규모가 20% 이하까지 감소하고 있지만 종사자 대부분이 사회안전망이나 산업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원 패키지가 마련돼야 할 것임. 지금처럼 재정을 동원하여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
식으로는 감당하기도 어렵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음. 이번 기회에 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동시에 자영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전환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구조를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책과제임. 전국 단위 소상공인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단위의 업종
별 자영자 단체를 정부 정책 지원의 창구이자 협의 채널로 구축함으로서 이들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
고 사회보험과 노동시장 정책의 전달체계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돌봄 노동시장의 표준화
- 노무현 정부 이후 보육과 어린이 집, 학교 급식과 방과후 교실, 노인과 장애인 요양 등 사회 서비스가
급격히 확대되며 관련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해왔음. 공공사회서비스업의 취업자 변동을 보면 지난 15년
간 가장 큰 규모의 고용증가(200만 명 이상)가 있었으나 고용의 질적 악화를 막지 못함. 서비스 공급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맡김으로서 민간 공급기관들은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사업체의 난립과 영세성,
계약의 불안정성 때문에 돌봄 종사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서비스 품질의 저하라는 악순환
에 빠지게 됨.
* 사회서비스 공급현황(2017년): 정부의 직영(2%)과 민간 위탁(6%),
민간 법인단체(20%), 개인 사업자(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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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나랏일을 하지만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제대
로 된 임금체계나 경력인증제도, 표준화된 근로조건도 없음.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은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사회봉사 요원 정도로 고착되었고 고용지위도 매우 낮은 상태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일부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설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종사자 임금체계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권
고 사항)를 적용받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는 취업한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제각각임. 한 대선 후보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한
임금체계를 공약했는데 사회복지 직종에 따라 승급 자격과 그에 따른 임금액, 경력인정 반영 비율 등을
미리 정해 놓는다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자신의 경력에 따른 소득을 예상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하게 경력개발을 해 직업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현상은 돌봄 서비스 분야만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보건복지, 사회 서비스 등 정부 재정으로
유지되는 공공 서비스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실태로서 적정 수준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시장 확대에 앞장서 왔던 꼴임. 유능한 인력이 오
래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이나 경력관리 프로그램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의 전문화나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에 좋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비중을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일정
수준(20~30%)까지 높일 필요가 있음. 공공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노동조건을 표준화해 나가
고 종사자들의 교육훈련과 경력관리를 체계화해야 함. 지역거점 공공서비스기관을 사회서비스 업종 노
동시장의 인프라를 축적하고 지원할 중개기구(labor market intermediary)로 육성할 필요도 있음.
-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관할권을 둘러싼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을 조정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과 업무 조정에서 만
만치 않은 저항을 돌파해야 할 것임. 모든 이해관계를 단숨에 조율해낼 수는 없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의 사례에서처럼 향후의 발전 방향과 중장기적인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계획에 대한 합의를 모아갈 수 있을 것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올라있던 사회서비스원의 추진 현황
을 점검하고 지지부진한 원인과 대안들을 찾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서부터 시작하
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임.
3)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현대화와 공공부문의 脫연공 개혁
-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이동이 어렵고 점차 기업 내부
의 연공형 1차 노동시장과 기업 밖의 직무형 2차 노동시장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분단되어가는 현상을
의미함. 임시계약직의 3년후 정규직 전환률(2017년 기준)에 관한 OECD 국가 비교에서 한국(22%)이 네
덜란드(70%)나 독일(60%) 심지어 스페인(46%)보다도 낮다는 사실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는 과정
이 아니고 정규직과 단절된 별도의 시장으로 고착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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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일자리 유형
높은 전문성

B

외근(재택) 정규직

C

자발적 계약직

정해진 시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높은 안정성과 높은 유연성

높은 안정성과 높은 유연성

A

D

정규직

비자발적 계약직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장소

높은 안정성, 낮은 유연성

낮은 안정성, 높은 유연성
낮은 전문성

이근 외(2019)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의 보수적 처방은 1차 노동시장의 고용 유연화에 맞춰져 왔고 진보적 처
방은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강화에 집중돼 왔으나 어느 쪽으로도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보기 어려움.
그 대안으로 1차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탈연공 개혁과 2차 노동시장을 현대화 또는 전문직 노동시장으
로 업그레이드하자는 타협적 대안이 제기됨.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을 손보거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적극 투자하고 공
공부문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임금개혁에 착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노
동시장 개혁방안이라는 주장임. 특히 공공부문의 탈연공 개혁을 65세로의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보장
방안 등과 묶는 타협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공공부문의 임금/직무 혁신과 정년연장 패키지는
민간부문의 노동시장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2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1차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방식이 아
니라 비정규직 노동시장 자체를 직종 또는 직군별로 나름의 임금체계와 경력관리체계를 갖춘 전문직 노
동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차 노동시장의 실태로 볼 때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와
법적 뒷받침으로 업종 또는 지역 단위의 상공인단체나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직종별 임금정보와
직무표준, 경력관리 시스템과 교육훈련체계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를 갖추는 것이 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고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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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외(2020)
- 현재 진행 중인 건설 일용직 노동시장혁신 방안은 이런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의 좋은 사례이고 다
른 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임. 2019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전자카드제와 기
능인등급제 등을 통해 건설 기능 인력의 자격과 훈련, 경력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임금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마치 하나의 기업처럼 건설근로자공제회라는 노동시장
중개기구(labor market intermediary)가 건설 기능인력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나 유럽의 직종별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직종별 노동시장의 성격이 강하고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만연한 영화산업의 경우에도 영화진흥위원회
를 통해 영화인들의 경력관리 및 인증 시스템이나 교육훈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종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금 데이터를 축적하도록 지원하여 개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근거로 삼도록 하면 임금과 근
로조건의 개선에 기여할 것임. 또한 영화인의 인적자원관리를 업종 차원에서 체계화함으로서 고용의 질
적 개선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노무현 정부에서 영화산업 부문에서 부분적인 사
회적 대화와 타협의 경험 축적이 있었고 그 성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의 관행 등이 자
리 잡게 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기술등급을 등록하고 표
준임금 정보를 축적하도록 지원함으로서 IT인력이 자유방임의 플랫폼 노동으로 떠돌지 않고 고급 전문
직 노동시장에서 커리어를 개발하도록 하고 대형 테크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시장 형성적 투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산자부나 과기정통부의 산업정책을 하나
의 패키지로 묶어 최소 5년의 계획을 갖고 추진돼야 할 것임.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임금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1965년 미국 존슨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공공부
문의 모든 기능직에 대하여 직종과 직무에 따른 직무등급체계와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했던 사례를 참
고할 필요가 있음. 1974년 이후 기능직에는 15개 직무등급의 연방임금체계로 정비하여 일목요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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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정리하여 공개. 이는 사무직의 연방일반임금체계에 상응하는 시스템임. 이와 동시에 BLS는 민간부
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800여개 직종에 대한 상세한 고용과 임금 정보(OEW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를 제공함으로서 임금의 공정성과 표준화를 유도해 가고 있음.
- 1차 노동시장의 탈연공 개혁과 2차 노동시장의 현대화라는 투 트랙 개혁 방안은 코로나 사태를 거
치며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
도 있음. 향후의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고용형태의 다양화(플랫폼 노동이나 프리랜서 등)
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재택이나 메타버스 근무 등)를 감안할 때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카테고리만으
로 포착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의 변화에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노동규범의 정비와 노동시장 인프라
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함.
- 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범주로 포괄하여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도 마련됨. 절충적 해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사겠지만 느슨한 보호를 폭 넓게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실패를 줄이는 길이기도 함. 법이 정하는 보호의 수준에 따라 적용 범위는 반
비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의무체계가 아니
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체계로 법률을 구성할 수 있음. 예컨대 인권(괴롭힘, 성희롱 포함)과 개인정보, 보
건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보수와 근로조건의 보장 및 모성보호, 일 가정 양립, 적절한 사회보장 등의
권리를 규정하는 포괄적인 노동규범 체계를 설계할 수 있음(권오성,2020).
- 법 제도적 정비와는 다른 차원에서 조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차 노동시장 종사자들을 위하여 노동회의소와 같은 전국단위의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고 ‘풀
빵공제회’나 ‘플랫폼노동공제회‘ 또는 비정규직센터처럼 기존의 지역단위 풀뿌리 지원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등 법적 보호의 사
각지대 취업자를 상대로 고충 상담과 지원,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조직
으로 정착시킴(정홍준 외, 2020).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며 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기술인력 스카우트와 임금 푸시는 필연적으로
임금격차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지만 이들이 대부분 비조직 부문에 종사하는데다가 교섭을 통한 임금인
상보다는 전직(exit)으로 몸값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사회적 차원의 하후상박 연대임금 정책이 먹히기 어
려울 것임. 결국 임금 표준화보다는 보다 큰 틀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세제를 통한 분배 개선 방안
을 찾아야 할 것임.
4) 교육훈련 시스템의 혁신
-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크게 기업이 실시한 훈련비용을 환급해주는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나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재직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주도 훈련으로 이원화돼 있음.
- OECD 평균에 비해 직접 일자리창출에 대한 투자는 높은 반면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투자 규모가
매우 작은 것도 문제고 직업훈련을 선택할 때도 정부가 인정하는 프로그램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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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평생교육과정이나 학위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급 숙련을 습득할 기회가 제
한되는 것도 문제임. 30대 이후 성인역량평가 지수는 OECD 평균과 큰 격차를 보임.
- 지금처럼 기술변화가 빠르고 디지털 대전환기에 필요한 시장수요에 민감하고 첨단의 고품질 훈련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큰 한계를 보임. 내일배움카드 지원의 한 분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
정을 두고 있지만 6.6만 명이 참여한 수준에 불과하고 21만여 명은 일반훈련과정에 참여함.
- 또 하나의 문제는 훈련기관의 영세성과 훈련 프로그램의 편중 때문에 훈련의 품질과 훈련 교사의 전
문성 향상이 어렵다는 것임. ’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훈련과정이 1만 6천개가 넘고 7천 300개의 훈
련기관이 난립하고 있지만 7대 인기 직종(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 음식조리, 바리스타, 미용, 제빵 등)
에 70% 이상의 훈련생이 몰리며 과당 경쟁을 보임. 훈련기관의 98.8%가 민간기관이나 대부분 정부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연 훈련인원이 100인도 안 되는 훈련기관이 59.2%. 훈련 교·강사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일자리위원회, 2020).
-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과 AI관련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대학은 정원 규제와 전공 이기
주의 등으로 인력 공급 확충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신속한 대
처가 가능한 직업훈련기관에서 필요 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결박
되어 있는 훈련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인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 하는 실정임.
-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한 공공훈련기관은 폴리텍 37개, 지자체 훈련기관 등
42개에 불과하고 신기술 분야 양성을 위한 고용부, 과기와 중소벤처부, 교육부 등 8개 부처에서도 2천
억 원 넘게 투자하나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은 폴리텍 뿐임. 따라서 폴리텍을 지역거점으
로 삼아 산업 수요와 정책 목표에 부응하는 훈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역량이 있는 민간훈련기관을 전
문화·대형화하여 전문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함.
-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정원 미달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나 전문대학의 준공영화 또는 평생학습 교육기
관으로의 재편뿐 아니라, 전문대학과 폴리텍 또는 다른 직업능력개발 기관과의 통폐합 및 협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폴리텍의 이해충돌이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영역 다
툼을 국민의 입장에서 조율하고 미래지향적인 타협적 해법을 찾아야 함(조준모, 2021).
- 중앙정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를 지방분권형, 민관 협치형으로 개혁하고 직종별, 지역 밀
착형으로 훈련시장을 재편하기 위하여 거점 훈련기관을 대형화하고 노사와 업종협회, 지자체와 폴리텍
대학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훈련에 특화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직업훈련기
관으로 발전해가도록 지원함. 이는 중앙집권적인 고용거버넌스의 분권화뿐 아니라 영세 민간훈련기관과
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지난한 과제이기도 함.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혁신에 따르는 다각적인 이해충
돌과 다양한 해법을 공론의 장에 올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제는 사회적 대화 2.0의 핵심 이슈
중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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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의 전환
- 보편적 사회보험 정착의 중요한 계기는 2023년부터 도입한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임.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는 구상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어서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지만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2023년 소득기반 人別 고용보험체계로의 전환은 사회보험 전반을 합리화하
고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디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발전의 중대
한 분기점에 해당함.
– 따라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계기로 추진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비정규직 근로자, 특고 플랫
폼 종사자, 나아가 영세자영자를 포괄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하고, 보편적 사회 안
전망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 재정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업과
직무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원이어야 함. 이 과정에 수반되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으로 조세행정과 사
회보장행정의 연계를 가능하게 되면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 데이터는 여러 정책의 설계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전환 과정의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과 고용관련 정책 패키지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장 크게 타격받은 서비스업 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이 앞으로 보다 생
산성이 높은 부문, 지속가능한 일자리, 미래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정(공공부조),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 산업적 전환의 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준비돼야 할 것임. 전환 과정의 가장 큰 어
려움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로 들어올 ‘종속적 자영자’를 비롯한 다양한 성격의 취업자 간의
형평성 시비를 해결하는 문제일 것임. 보험료와 보험금의 수급조건과 규모 등은 이해관계자들만의 논의
나 보험설계의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없을 것임.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정책과 고
용복지정책의 종합 패키지를 갖고 기존 가입자를 설득하고 신규 가입자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명실상부
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임.
6) 성 평등과 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확립
- 2030 세대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는 성 평등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어디까지가 혐오와
차별이고 어디까지가 공정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일터에서의 성평등이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이고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할 이
슈임.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편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도 확산될 수 있을 것임. 대부분
의 대선 후보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약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공약은 모호할 뿐
임. 한 후보가 이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겠다고 하지만 선언적 노력 의무 수준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는 조항으로 만들 수 있을지 많은 논의가 필요함.
-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이나 임금과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 남성 중심의 직장분화 등을 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공론화하고 결혼과 출산 이후 겪게 되는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몇몇 인센티브로
해결하려고하기보다 성평등 직장으로 가기 위한 제도와 관행의 혁신을 이끌어갈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함, 그 틀 속에서 2030 세대의 젠더 갈등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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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 대타협을 통한 전환의 위기 극복
○ 테이블 세팅
-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 직속의 국민 대타협기구를 설치하여 야당뿐 아니라 경제사회
의 실질적 리더들이 참여하는 타협 테이블을 마련하여 타협이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중심으로 정책협약
을 추진함.
-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했던 주요 공약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미뤄왔던 개헌, 선거법 개정 등의
정치개혁 과제, 증세와 균형재정 방안, 연금과 정년의 조정, 보편적 교육훈련과 사회보험 체계의 확립,
탈연공 임금개혁과 규제 합리화 등의 공공부문 혁신,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종사자의 소득과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정책과 노동시장정책 패키지 제공 등에 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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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 동 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1. 발표 내용 요약
○ 발표문은 크게 3중의 고용위기, 역대 정부의 고용전략 평가,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으로의 전
환으로 구성
- 3중의 고용위기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ⅰ) 외환위기 이후의 만성적 고용부진 즉 고용의 양(量),
ⅱ) 노동시장 이중구조/불평등의 심화라는 고용의 질(質), ⅲ)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으로 고용의 양․
질 문제 격화임
- 역대 정부의 고용전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조개혁 없이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미봉’했다고
평가하되, 2015년 9.15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사회적 자유주의 의제) 파트는 발표문의 핵심 주장이 담겨 있는 부분
으로서, 그 내용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코로나로 더 악화된 노동시
장 이중구조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정책적 개입으로 해석됨. 신고용전략에 입각한 사회적 대화
의 구체적인 이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자영업 위기 대응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업그레이드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현대화와 공공부문 탈(脫)연공개혁의 투 트랙 개혁
.교육과 훈련시스템 혁신 & 보편적 사회안전망
.성평등과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2. 몇 가지 질문
○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는 기존 판례법리를 명문화한 것이고 파견법의 경우 사실상 이미 음성적으
로 활용되던 파견근로(법 제정 이전 대략 10만여명)를 양성화하되 규제한 것이며, 2007년 기단법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었음
- 예컨대 대-중소 격차 증가는 대기업의 업종 구성 및 핵심역량 중심으로의 구조개편, 생산성 격차, 불
공정 거래, 대기업 노사의 담합 등이 유력한 설명 변수들이었음. 신자유주의적 고용개혁의 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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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인지?
○ OECD의 2018년 고용전략의 성격을 기존 고용전략의 핵심 내용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폐기(본
문=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역할하기 어렵게 함)되고, 포용과 불평등 해소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OECD 고용전략(1994, 2006, 2018)에서 유연성 제고(제품 및 노동시장 유연성)는 좋은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정책으로서 시기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Flexibility in product and labour markets is
essential to create high-quality jobs in an ever more dynamic environment, OECD, 2018)
- 2018년 고용전략에서 포용성 제고와 불평등 완화 그리고 미래 위험에의 대비는 기존 유연성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본 정책에 추가된 정책과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임금체계개편(탈연공 개혁)이

1차노동시장/내부자노동시장 개혁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가?
- 최근 임금체계개편을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격차는 기본적으로 임금수준의 격차 문제이지 임금체계 문제는 아님(임금체계
와 임금수준의 상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현대차 조합원 호봉제는 2006년부터 도입). 그렇다면
탈연공 임금체계 개편이 아니라 조율된 임금교섭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아닌지?
- 정규-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해소와 관련해서 정규직 고용 유연성 제고는 비정규직 활용 유인(유연성
관련 유인)을 낮출 수 있어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아닌지?
○ 발표문에서 제시한 6개 사회적 대화 의제 중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대화 의제는 공공부문 탈(脫)
연공개혁에 불과하지 않은가?
- 여기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대화란 최소한 노사간 고통 분담을 수반한다는 의미임
- 그렇다면 나머지 의제들은 대체로 정부의 과제로 볼 수 있고,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노사의 의견만
제대로 수렴하고 정부 주도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아닌지?
○ 현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비판하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한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너무 서둘렀다 든가 준비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
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가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전문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되지 않은지? 즉 현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속도나 준비보다 근본적으로 방향에 문제가 있
지 않았는지?
3. 사회적 대화 2.0 관련 추가적 고려 사항
○ 당면한 노동시장 과제(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불평등 완화, 포용성 등)를 해결하기 위한 사
회적 대화나 정책 의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구성되고 복합적인 정책 처방을 요구
- 고용유연성과 임금․근로시간․기능적 유연성(일터 혁신)등으로 구성되는 유연성 제고, 보편적 사회안전
망 구축과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및 훈련시스템 개혁이라는 안정성 제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불평등 완화는 함께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가 아닌지?
- 디지털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산업의 대전환과 중국과의 경쟁 등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를 감안한 성장전략과 연계한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도 중요
○ 고용의 주체인 기업내부 고용시스템(HR 시스템)의 변화를 감안한 신고용전략 수립 필요
- 미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일본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내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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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의 큰 변화가 발생되기 시작. 그 동인은 제품․서비스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경쟁에
서 생존으로서, 내부노동시장의 축소나 해체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추구해왔는데,
이러한 경향은 국가별 제도에 의한 조절은 있겠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로 보아야 함
- 최근 우리 기업의 고용전략은 내부 육성(make)으로부터 외부 영입(buy)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내 인사관리의 핵심축인 직급이 큰 변화(예: 직급파괴)를 겪고 있는 등 심상치
않은 변화가 관찰되고 있음. 새로운 고용 형태로서 플랫폼 노동이 기존의 기업 조직에 얼마나 침투
해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할지도 주목을 요구
- 이와 함께 경영계와 경영학은 기업과 사회의 새로운 계약 즉 사회가치 창출과 기업의 가치 창출의
동시 추구(기업윤리․CSR․CSV․지속가능성, 최근에는 ESG)를 이미 경영학 교과목이자 경영의 규범으로
수용되고 있음.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해결과 관련된 규범적 토대는 갖추고 있다
고 보아야 하고, 관련해서 정부 주도 보다는 중간 조직까지 포함한 노사의 자율적인 대응과 문제해
결이 더 강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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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박 지 순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발제자의 발표는 우리 노동시장이 걸어온 역정을 압축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제
시하고 있다.
발제자가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3중의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치한다. 만성적 고용부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팬데믹과 디지털전환에 따른
새로운 노동의 등장과 그에 대한 대책 미비 등 3중의 위기에 대하여, 우리 역대 정부는 구조개혁 없이
재정 일자리사업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여기에 복잡하고 대단히 섬세한 노
동시장의 구조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 이념적, 진영적 논리에 빠져 정책적 혼선을 초래하는 오류를 범하
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발제자의 분석에 동의한다.
토론자는 발제자가 제시한 위기 가운데 특히 세 번째, 즉 디지털전환 등 현대 노동사회의 구조적 변화
에 대응하여 우리 노동규범의 혁신이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혁신의 방향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개념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세대교체, 노동에 대한
가치의 변화, 노동력의 변동을 아우르는 포괄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산업화 단계의 노동과 21세기 디지털전환사회의 노동 및 일(작업)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노동의 본질적 의미와 특성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출발점은 학
문마다 분석틀과 대상이 다르다. 토론자의 전공인 노동법은 한 사회 안에서 노동을 조직화한 규범, 즉
노동법의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그 분석대상이 된다. 노동법은 내가 하는 ‘일’을 매개로 회사 등 타인과
또는 제3자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노동법체계가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준비와 단계들을 밟아 나가야 하는지 문제
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대안제시가 부분적, 양적 개선
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행 노동법의 구조변화를 수반하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혁신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노동규칙의 현대화,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규범환경에 관한 메가트렌드를 이해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법의 메가트렌드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첫째,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4.0 시대의 도래이다. 둘째, MZ세대의 전면 등장과 노동의 개인주의화, 즉, 이들은 개인주의적 특성이
뚜렷하고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직업윤리도 과거세대와는 확연히 다를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인구
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사회로 전환되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15세-64
세)의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절반으로 감소한다. 은퇴 연령대인 노년층 역시 일
을 해야 하는 노동시장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넷째, 세계화 이슈이다. 전 지구적 경쟁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생산입지로서의 경쟁력 유지 전략이 경제와 일자리 양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

34

토

론

다. 다섯째,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않은 질병의 대유행으로 작업환경과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가
촉진된다. 발제자가 지적하였듯이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본적 개혁과,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이 활성화 되고 플랫폼노동 증가하면서 이를 어떻게 노동법 체제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
요하다.
그러나 현행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경직된 노동규범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해도 민간부문은 특히 채
용에 적극적이지 않고, 경력직 고학력 전문직 위주로 수시채용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비정규직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위 A급 일자리인 대기업, 원
청의 정규직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0-20% 수준이고, 대다수 근로자는 중소기업, 하청업체, 비정규직
등에 몰려있으며, 이들 간 처우 수준의 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다. 셋째, 플랫폼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와 프로세스가 미비되어 다수의 취업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넷째, 근로3권을 통한 민간
의 자율 협약의 부족으로 국가의 입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입법부담 증가는 노사간 갈등을 유
발시키고 대립을 격화시켜 노동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우리 노동법이 추구해야 할 혁신과제로 크게 3가지 주제를 제시한다. 첫째,
플랫폼경제의 촉진과 그로인한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위기 이
후를 대비하는 노동법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지향할 사회모델 내지 보호모델에 부합하는 구체적
인 보호 내용에 기반해야 한다. 현행 노동법은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근로자에 대한 보호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취업형태에 대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필연적으로 노동법의 다양화, 구체적으로는 노동법적 보호의 차별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중간
지대의 범위가 확대되고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면서 어느 정도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종/분야에 공통
적인 사회적 보호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어느 정도 공통적인 보호내용이 확정되
려면 독일의 Code of Conduct처럼 업종이나 직역별로 자율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보편적 관행을 형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계도 행동규칙을 마련하는데 함
께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초한 낡은 노동법을 현대화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과도한 법
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평균임금도 20세기 중반에 도입된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기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유지하되 노사가 기준임금(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액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
는 시간급 임금)을 합의하면 이를 우선시하는 것이 공정과 산업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경우
1주 40시간을 유지하되 1일 근무시간 한도를 없애면 주 4일제, 주 3일제도 가능하다. 연장근로시간 규
제 방식도 주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연간, 월간 단위로 총량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신생 스타트업
의 경우 사업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일정 정도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유연화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셋째, 노사의 자율규제 확대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제도를 통한 집단적 노사
관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없는 자율조직이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식 근로자대표제도인
Workers Council을 제안한다. 근로자대표는 직역별, 직군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세대별, 성별 요소를
감안하여 근로자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이들이 평의회를 구성하여 사용자와 사업장별 노동현안
을 협의ㆍ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 현실을 반영한 노동법의 탄력적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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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되고, 노조가 없거나 활동이 미약한 사업장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집단적 교섭구조가 형성
되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대표성이 보장됨으로써 종업원간 분배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물론 플랫폼종사
자들의 대표성도 이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장
대응체제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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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장 홍 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 길게는 1987년 민주이행 이래 35년 가까운 시기에 걸쳐 이어지
고 있는 한국 고용위기의 구조와 역대 정부 고용전략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 맥락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고용전략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 2.0의
필요성, 주요 의제와 아울러 국민대타협을 통한 전환의 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의 대안적 고용노동체제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실행함에 있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함
- 현재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첩된 3중의 고용위기(제1의 위기: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과 만성
적인 고용부진, 제2의 위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와 고용의 질적 악화, 제3의 위기: 코로나19
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와 불평등의 심화)에 봉착해 있다는 현상 분석에 대해 대체로 동의
함.
- 발제자는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구조화된 고용위기의 요인 중의 하나를 역대 정부 고
용전략의 실패에서 찾는데, 역대 정부 고용전략이 크게 보아 “구조개혁 없이 재정 지원 일자리 사
업으로 미봉”하는 데 그쳤으며, 나아가 고용 문제의 복합적 성격과 어려움을 간파하지 못한 채 섣
부른 과잉 ‘일자리 정치’의 함정에 빠진 것이 패착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임.
-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난 25여년의 경제적 성취에 대
비되는 노동시장의 위기에 대하여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한국형 자
본주의와 선도국가의 발전모델을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으로 새 질서를 여는 사회협약
(new deal)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기본적으로 동의함.

□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작성된 탁월한 발제문의 기조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 새로운
발전모델과 고용전략 및 사회적 대화와 관련하여 토론하고자 함.
1) 주지하듯이, 한국 자본주의는 1987년 이전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권위주의형 개발국가 모델을
거쳐 이후 30여년간 한편으로는 정치 민주화에 따른 조직노동의 (제한적인) 영향력 증가와 함께 기
업과 시장의 힘이 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었음.
그 과정과 결과는 국가와 시장의 이중적 성공이라는 큰 틀에서의 성공 스토리 속에 정부 실패와 시
장 실패가 교차하며 발생해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발제자의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구상은 기본적으로 수정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지난 60여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밀알로 삼아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모색한 결과로 이해됨. 발제자가 언급한 사회적 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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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의 경우, 이전의 정부 주도형이나 시장 지배형 방식이 아닌 새로운 국가-시장 관계가 필요
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지만, 단순히 미국 뉴딜식 국가개입주의나 20세기 중후반 전후 황금기 서구
복지국가의 국가개입 모델을 넘어 우리 역사와 현실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적 자유주의 발전모델에
적합한 국가-시장 관계’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상은 무엇이며 어떠해
야 한다고 보는지, 나아가 한국형 사회적 자유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 갖추어나가야 할 구조적 조
건과 주체들의 역량과 행위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음.
2) 지난 25여년에 걸쳐 한국 경제는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강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에 과연 지금과 다른 대안적인 노동시장 구조의 형성이 가능했을 것인지 의문임. 만약 현실적
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현재 노동시장 구조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의 필연적
결과물이었다면, 고용의 양과 질 양면에 걸친 고용 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의 고용전략은 구조적 제
약과 한계 속에서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이런 맥락에서 상
대적으로 개혁적 성격을 지녔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고용전략을 좀 더 현실적으로 평가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음.
3) ‘지속가능한 한국형 자본주의와 선도국가형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사회적 대화 2.0’으로 표현했데, ‘사회적 대화 2.0’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
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회적 대화 2.0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시지, 그리고 경사노위에서 시도
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노사 중심성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둘째, 사회적 대화 2.0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혹은 체제의 전면적 개편이 또 다시 필요하다고 보
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2017~18년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체제를 대폭 재편한 결과물로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앙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사회
적 대화 2.0의 추진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 참고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따라 이전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비해 아래와 같은 점
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음
․노사정위원회 출범(1998년 1월) 이래 한국 사회적 대화에서 지배적이었던 정부 주도성을 탈피, 노사
(자율)중심주의를 천명하고 최대한 실천
․합의 중심주의가 아닌 합의를 지향하는 협의 중심주의 표방
․노총과 경총 중심의 조직 노사를 넘어 여성, 청년, 비정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취약계층
노사까지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제고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경사노위 구성 과정,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단계에서 민주노총까지 포괄하려 한 포용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와 같은, 제도화된 사회적 대화기구(경사노위) 외부
에서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존중과 협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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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비교
구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07.5.2-18.11.2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8.11.22-현재)

법적 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07.1.2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 18.6.12)

성격

대통령자문기구
사회적 대화기구 (상설)

대통령자문기구
사회적 대화기구 (상설)

의제 범위

노동정책+경제사회정책

노동정책+경제사회정책
(※ 경사노위법에 복지정책을 명시)

의사 결정

1/2출석→ 출석위원 2/3 찬성, 단 노사정 위원 각 1/2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가능 (실질적 전원합의제)

2/3출석→ 출석위원 2/3 찬성, 단 노사정 위원 각 1/2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가능 (실질적 전원합의제)

참여 주체

노사정+공익
(노사는 조직노사단체 대표)

노사정+공익
(조직노사단체 대표+미조직 취약노사 계층)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본위원회
↑
상무위원회
↑
의제별·업종별위원회

논의 구조

이행 점검

상무위원회 산하에 이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의
제
별
·
업
종
별
위
원
회

계
층
별
위
원
회

특
별
위
원
회

의
제
개
발
조
정
위
원
회

운영위원회에서 이행상황 점검

4)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미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이슈들
- 사회적 협의와 대화의 우선적인 의제
① 탄소중립화에 따른 산업과 노동의 전환(석탄화력, 자동차생산, 자동차정비, 주유소, 철강, 시멘트, 석
유정제, 석유화학, 제철 등) 및 그와 연계된 보상과 직업훈련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재생에너지 분
야에서의 신산업 및 투자와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원ㆍ하청관계, 납기, 공정관리 능력)의 구축과 현장 착근
③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
금 가입률 대폭 확대, 실업급여 강화)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공공부문 고용구조 개혁(임금공시제를 통한 민간과의 비교, 연공주의 완화, 공공부문의 기관 간 격차
축소와 직무 간 적절한 격차 도입)
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와 고용형
태 간의 보호 수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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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⑥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기업횡단적인 직무형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사회서비스 등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한 업종부터 시작), 4대 임금격차(기업규모 간, 남녀 간, 고용형태 간, 지역 간) 축소,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혁신], 노동시장의 이동성(mobility)과 효율성 제고, 취약노동자들의 대표성 강화
⑦ 고용률 제고(청년, 기혼여성 등)와 중고령자의 계속고용 방안(정년퇴직 후 기존 직장에서 재고용을
통한 계속 고용)
⑧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업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 & HRM) 체제 혁신과 전국민 평
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
⑨ 고용안정 보장 속 노동시장의 내부적 기능적 유연성 강화(배치전환, 시간적 유연성, 임금유연성)
⑩ 고임금업종에서의 새로운 투자기회 확대(예 - 광주형 일자리)
⑪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집단적 혁신역량 구축과 온라인 공정거래 제도와 관행의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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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과별세션 – 노사관계 세션
사 회 :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When are Recipients More (or Less) Willing to Return Past Help? The Role of
Help-Giver Reciprocity Expectations and Relative Status
발제 : 홍운기 (UNIST 경영과학부 교수), Lu Zhang (UNIST 경영과학부 교수)
토론 : 김광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해외기업 ESG에서의 성평등지표와 활용사례
발제 :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 전명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의류기업들의 지역적 확장: 전자사업과의 비교
발제 : 이준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선욱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박주영(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급과 직무순환은 공존하는가
발제 : 옥지호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박경원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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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re Recipients More (or Less) Willing to Return Past Help? The
Role of Help-Giver Reciprocity Expectations and Relative Status
홍 운 기 UNIST 경영과학부 교수
Lu Zhang UNIST 경영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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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혜 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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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전 명 숙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ESG 경영의 중요성과 관심이 점차 커지고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ESG 성평등 지표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봄.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ESG 기업공시를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금융위
원회)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
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최근 대기업
계열사 및 주요 공사 등은 ESG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업 내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경영전략차
원에서 ESG를 도입하기 시작.
그러나 발표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나라 ESG는 환경(E)은 강조하고 있는 반면 사회(S)와
지배구조(G)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CG Watch 2020’ (아시아지배구조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 2년간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점수는 아시아 12개국(호주 포함) 중 9위를 기록함. 특히 사회와
지배구조에 관련된 성평등 지표는 핵심요소로 통합되어 있지 못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함.
이런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해외 비재무 정보공시에서 성평등 지표가 갖는 의의와 역할 그리고
주요 기업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성평등 지표개선 및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봄.

몇 가지 질문 및 제언:
1. 해외 기업의 ESG에서 성평등 지표의 확립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모방적 힘, 강압적,
규범적 힘이라는 기존연구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강압적 규범적 힘으로 작용한 법 제도를 밝
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조직의 변화를 이
끄는데 법 제도가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동의함. 그러나 국내외 성평등정책의 많은 사례에서
도 보여주고 있듯이 실제로 기업은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압력에 대응함. 즉 규범은 받아들
여 정당성은 확보하나 실제운영은 다르게 하는 디커틀링 현상을 보이기도 함. 따라서 실질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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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는 법제도가 갖는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디커플링을 방지하여 성평등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보완되어야 할지 의견을 구함.
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임금공시를 위한 인프라는 현재 일정정도 구축되어 있음. 2020년부
터 AA(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 현황과 성별임금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
보고서를 제출(공개는 하지 않음). 공공기관은 알리오를 통해서 주권상장법인은 금융감독원
Dart를 통해 남녀임금 현황을 공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은 2021년부터 클린아이를 통해
공개함.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임금공시 등 관련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 한
데 해외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지 궁금함.
3. 아이슬란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인증제, 독일의 임금공개법 등의 법제화에서 민간기업
의 저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 누가 주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궁금함(주요 actor 및 전략 등).
4. 논문으로 작성시 이론(제도화 이론)과 사례 (개별국가법과 국제기구 기관의 가이드라인,
Fortune Global 500 ESG 리포트 분석) 간의 정합성을 좀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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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과 직무순환은 공존하는가
옥 지 호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박 경 원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 상 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직무급과 직무순환은 공존하는가*)
**)

***),

옥지호 , 박경원

****)

이상민

초 록
본 연구는 직무급과 직무순환제도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 열 개를 선정하여 각 기관에 소속된 다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해석하는 시도를 진행하였
다.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성격을 갖는 직무급과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의 성격을 갖
는 직무순환제도는 개념적으로 상충하는 듯하지만,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국
내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
적인 현상을 토대로 이를 진단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실증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직무급
과 직무순환제도의 도입수준이 높은 산업으로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기
관별로 복수의 인사노무담당자와 노동조합 간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두 가지 제도는 상호보완적 성격과 상호충돌적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순환근무의 불공정성을 완
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페셜리
스트를 추구하는 직무급과 제너럴리스트를 추구하는 직무순환 간에는 채용과 경력 측면
에서 일관성이 떨어지며, 본사․지사 간의 업무성격 차이로 인한 이슈 등으로 인해 두 가지
제도가 상호충돌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직
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가능성을 논하는 한편, 두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직무급, 직무순환, 공공기관, 질적 연구방법론

I. 서 론

*) 본 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연구(발간등록번호 12-1074800-000051-01)”를 토대로 재작성되었습니다.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chiho.ok@kangwon.ac.kr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kwp@hanyang.ac.kr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leesm@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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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이론적․실무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세기 우

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연공중심의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가 정년이 연장된 21세기 저성장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대안으로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혜
정․유규창, 2019). 이러한 논의는 직무급(유규창, 2014), 직무평가(유규창․이혜정, 2018), 직무중심 인사관리(김동철,
2014; 양동훈, 2014; 유규창, 2015; 이혜정․정응섭․정지현․한광모․유규창, 2019) 등으로 구체화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

되어 왔다.
그러나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그 중에서도 연공급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직무급의 경우 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정작 직무급이 어떻게 우리나라 조직에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그 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
는 많지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직무급의 도입현황을 정량적으로 실증하는 시도가 진행되었지만(김현옥․이명주,
2020; 김혜진, 2016; 박양규이동임김종인임알비나, 2008), 대부분의 연구들은 개념적인 연구(conceptual paper)로

서 직무급의 개념과 도입방안을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동철, 2014; 박희준, 2017; 박희준, 2018). 특히,
국내 조직들이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때, 인사관리의 가치와 철학이 상이한
직무급이 어떻게 도입되어 실행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질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송민수, 2017; 신수진․조대
연, 2015). 구체적으로, 직무급이 기존의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와 어떤 측면에서 충돌되는지, 혹 충돌되지 않고 오
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질적 연구를 요구하고 있
다. 이러한 점들이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국내 조직들이 직무급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수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의 대
표적인 제도인 직무순환(job rotation)과 직무급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직무순환은 특정 직무를 수
행하는 구성원들을 조직 내 다른 직무로 수평이동하는 재배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업무수행방식은 국내
조직들에게 만연한 형태이므로, 직무급과 대조될 때 어떤 공통점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직무급과 직무순
환의 공존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맥락과 상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 그 중에서도 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해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현상학적 분석방법이 적합하리
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국내 공공기관 10개를 선정하여 인사담당자와 노동조합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결과와 함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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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연구 및 연구질문
1. 직무급
직무급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고유한 특징(즉, 속인적 성격)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기본급이 결정되는 보상체계를 가리킨다(유규창, 2014). 여기서 속인적 성격에는 직무 수행자의 연령, 성별,
고용형태, 학력, 국적, 출생, 근속연수, 능력 등이 포함된다. 직무급에서는 속인적 성격과 무관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
하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처럼 직무를 중심으로 모집 및 채용, 평가와 보상,
승진 등이 결정되는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라 한다.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시초인 서구
에서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직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점차 과도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유규창, 2014).

“사실 미국에서 직무급이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된 데에는 노동계의 역할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평가권과 해고의 권한

이 사용자의 경영권(managerial prerogatives)인 미국에서 속인적인 인적자원관리 하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권한을 쉽
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통제권한(job control unionism)을 강화하는 과
정에서 직무급이 형성되었다. 또한 각종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면서 미국 법원이 기업이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찾은 것도 직무급의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미국의 경영계에서
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산업안정을 이끌어내는데 직무급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유
규창, 2014: 44)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제기로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의 우리나라 경영계와 관료계에서는 속인적 성격을 중시하는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가 주를 이루어 왔는데, 속인중
심 인적자원관리가 갖는 한계점들이 드러나면서 상대적으로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
문이다.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와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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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와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비교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

특징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 등 인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적  근로자의 속인적인 특징(학력, 영령, 근속연수, 능력)에 따라 임금 등
자원관리
인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관리

장점







단점

 외부 노동시장의 변화나 상품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
 내부 인력운영이 경직적이므로 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
려움
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비용이 증가함
 직무에 따라 임금인상이 제한되어 근로자의 동기부여에 제한적임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직무분석 과정에서 갈등과 사내정치가 발생할 수 있음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발생될 수 있음




적합한 환경




외부 노동시장이 잘 반영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이 용이함
스페셜리스트를 키워내는데 유리함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으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함

경제성장의 정체기
글로벌 경쟁 및 글로벌 노동시장
조직수명주기상 성숙기에 들어간 조직
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되는 환경
근로자의 특징이 다양한 환경
개개인의 역량보다 시스템이 중요한 환경















내부 노동시장이 잘 발달함
인력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함
근로자의 역량 향상에 대한 투자가 용이함
제너럴리스트를 키워내는데 유리함
근로자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함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고도경제 성장기
국내 경쟁 및 국내 노동시장
조직수명주기상 성장기에 있는 조직
근로자의 충성심이나 사기가 중요한 환경
근로자의 특징이 유사한 환경
시스템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환경

자료: 유규창(2014: 43)을 토대로 각색함.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와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가 상호 배제되어 존재

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증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두 가지가 혼재된 형태(hybrid)로 존재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이 밝혀지고 있다. 사무직군의 연공급과 직무급을 비교한 박희준(2017)의 연구에서는 직무급을 선제적으로 도
입한 우리나라 기관들을 사례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금이 아니라 직무관리와 승진관리에 직무중심 인적
자원관리를 더욱 활용하고 있음을 실증함으로써, 연공급제에도 직무급적 요소가 존재하고 반대로 직무급제에도 연공
급적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국내 사기업을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현옥․이명주(2020)의 분석결과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임금 관련 조직의 맥락과 역사에 따라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도입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 가지 인적자원관리를 상당히 혼용
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실증되었다. 또한 김혜진(2016)의 연구에서는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
라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직무급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의 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국내 조직들에 직무급이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는 원인으로는,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도입목적과 도입과
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서구의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가 외부노동시장 중심으로 직무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유규창, 2014),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대안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개별 조직의 내부노동시장의 주관성과 특수성이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과정에 반영되었기 때문
이다(배종석․유규창․권기욱, 2015). 직무급을 도입하는 과정의 변화관리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한 신수진․조대연
(2015)의 연구에 따르면, 효과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조직의 경우 진단 단계에서 조직의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효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합의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별 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변화관리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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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독일․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장석인(2011)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직무급 임금제도에
대한 다국적 기업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직마다 개인마다 직무급 제도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조직의 고유한 특징이나 역사 등 다양한 맥락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특히, 공기업의 직무급 전환과정을 연구한 박종관(201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은 2016년
경 성과연봉제가 다소 긴급하게 도입되었다가 철회되는 과정에서 연봉체계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확산
되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직무급 도입은 단지 직무급만의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직무급은 우리나라의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대안으로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1) 외부노동시장에
서의 표준임금이 설정되어 직무가치의 객관화가 가능한 서구의 모델과 달리 조직별 내부노동시장의 주관성과 특수
성이 반영된다는 점, (2) 기존의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보상체계(호봉제, 연공급, 역할급 등)와 혼재되어 사용된
다는 점, 그리고 (3)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측에서 먼저 직무급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서구와 달리,
인건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의 모멘텀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서구의 직무중심 인적자
원관리와 차이점을 갖는다.

2. 직무순환
다음으로,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인 직무순환제도(job rotation, 또는 순환근무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무순환은 조직의 구성원 개인의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수직적 이동(예: 승진)을 제외하고, 조직
내 다른 직무로 수평적으로 상시 이동하도록 제도화된 배치전환(reassignment transfer) 제도를 말한다(김광호,
2009; Stites-Doe, 1996).1) 직무순환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용주학습(employer learning) 가설, 피고

용인학습(emplyoee learning) 가설, 피고용인동기(employee motivation) 가설, 이상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를 간
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김광호, 2008; Ericksen & Ortega, 2006).
첫 번째로 고용주학습 가설이란, 노동분업(division of labor)이 심화되면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업무나 역량, 전문
성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직무순환을 통해 고용주의 정보력을 향상
시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즉,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특성이나 생산성을 파악하는 도구
로 직무순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 업무에 피고용인을 순환시켜 봄으로써 개별 노동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각각의 직무에 최적합한 노동자를 분류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Ortega, 2001). 특히, 피고용인이 자신의 상황을 일일
이 보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직무순환을 활용하게 되면 피고용인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기회주의
(opportunitism)을 방지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Prescott & Townsend, 2006).

두 번째는 피고용인학습 가설로서, 직무순환을 통해 조직 내 다양한 업무를 파악한 피고용인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구체적으로, 직무순환을 통해 피고용인은 자신의 제한된 직무만을 협소하게 파악
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 직무를 거쳐 조직의 프로세스를 광범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체 생산과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용인은 동기가 부여되고 폭넓은 역량과 책임감, 넓은 사회적 관계(social network)를 갖추게 되는데, 이는 조직
내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와 지식창출(knowledge creation)로 이어져 조직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1) 공무원의 경우 직렬(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 예를 들면 행정직군 내에는 행정직렬, 세무
직렬, 관세직렬, 통계직렬 등이 있음)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동일직렬 내에서의 수평이동을 전보(轉補), 동일등급
의 다른 직렬로의 이동을 전직(轉職)이라 한다(유민봉․임도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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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는 가설이다(Coşgel & Miceli, 1999).
마지막 세 번째는 피고용인동기 가설로서, 순환보직을 통해 피고용인들은 여러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직무의
보수와 조직 내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용인들이 각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가는 동기로 작용함으로써 이직을 막고 조직 내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할 동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가설이다(Arya & Mittendorf, 2006).
이상의 세 가지 가설은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연구에서 직무순환은, 직무적합성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보비대칭성을 개선하고, 협소한 직
무전문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사제도로 보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와 같이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직무순환을 숙련 향상이나 경력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 Murray & Gehart(1998)는, 속
인급의 일종인 기술급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전체 생산과정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직무순환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Campion, Cheraskin, & Stevens(1994)는 직무순환이 다양한 업무경험과 역할을 수행하여 제네럴
리스트를 양성하는 경력개발의 주요 도구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직무
순환을 도입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근로자가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수행할 때에 직무관련 이해관계자와 유착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가능성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류호훈․조동혁, 2018; 김보현․이진구, 2017).
우리나라에서 직무순환의 시초는 1976년 공무원임용령에 신설된 제44조(전보원칙 관련 조항)라 할 수 있는데(서
울신문, 2015), 이 조항은 “(전략)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하나의 직무에 오랜 기간 근무할 경우 유착 또는 비리
등의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고, 특정 부서나 부처의 할거주의(割據主義, sectionalism 또는 silo effect)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순환보직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순환보직제도는 승진제도와 맞물려 운영되면서 공무원 전문성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Z자형 보직이동’
관례로 이어졌다(조석준, 1992). Z자형 보직이동이란, 한 직급 내에서 직무순환시 하위보직(또는 비주무과)에서 상
위보직(또는 주무과)으로 이동한 다음, 승진시에는 하위직급의 상위보직에서 상위직급의 하위보직으로 승진하고, 이
후에는 다시 상위직급 내에서 상위보직으로 이동하는 경력시스템을 의미한다(김흥로, 2005). 한편, Z자형 보직이동
은 몇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첫째, 평균 재직기간 1년 미만에 따른 전문성 약화, 둘째, 상위보직으로 이동하
기 위한 사내정치의 발생, 셋째, 하위보직 근무자의 사기 저하, 넷째, 연쇄이동에 따른 비효율 발생, 다섯째, 단기실적
주의 및 장기업무의 불명확한 책임소재 등의 한계를 갖게 되었다. 이에 인사처에서는 2015년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전보제한기간을 필수보직기간으로 변경해 타 직무분야로 이동시 3년, 유사직무 수행시 2년으로 제
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그 밖에도 직위공모제(특정 직위에 대해 내외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을 통해 임용
하는 제도), 전문직위(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분야를 정해 3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임기제 공무원(민간 전문가
를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 빈번한 직무순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도
가 도입되고 있다(권용수, 2010; 매일경제, 2013; 서울신문, 2015).
앞 절의 논의를 정리하면,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리가 일찍이 도입된 서구의 경우, 직무순환이 직무중심 인적자원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즉, 직무의 폭과 범위를 넓혀 피고용인의 역량과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직무순환
이 활용되었다. 반면, 속인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활용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숙련 향상과 경력개발을 위
한 목적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특정 직무의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어 발생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직무순환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권용수, 2010). 즉, 동일한 직무순환제도라 하더라도 직무중심의 인적자원관
리와 속인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중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가에 따라 직무순환의 활용목적이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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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가능성
본 연구는 전술된 내용을 토대로 속인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배경으로 하는 국내 조직들이 직무급과 직무순환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즉, 직무급과 직무순환 모두 직무를 근간으
로 한다는 점에서 서구의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에 가까운 제도들이나, 이들 제도들이 속인중심의 인적자원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도입되면서 두 가지 제도 모두 변형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부터 문제
의식을 갖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직무
급과,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직무순환제도가 단일 조직 내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상호
보완 또는 상호충돌하며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직무급과 직무순환이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직무순환은 앞서 설명했듯
이 속인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즉 연공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다(권용수, 2010).
그런데 박희준(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급 도입 자체가 연공성과 충돌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
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사기업을 대상으로 시간차이를 반영한 종단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전 시점의 직무
급 도입이 다음 시점의 연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따라, 직무급과 연공급이 반드시 상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가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즉,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를 대변하는 연공주의를 토
대로, 직무순환과 직무급이 모두 연공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 모두 공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직무급과 직무순환이 공존할 수 없으므로 상호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논거도 존재한다. 송민수(2017)는 전문
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직무급 도입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연공서열 중심의 장유유서 문화, 순환근
무 중심의 경력경로 등이 직무급과 충돌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직무급이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보상
뿐 아니라 채용, 평가, 경력경로 등 인적자원관리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직무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
에서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대표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직무순환과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전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조직 내 직무급과 직무순환이 어떻게 하나의 조직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적 상황에 적용된 직무급과 직무순환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공존하는
지, 아니면 상호충돌하는 관계로 공존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III. 연구방법론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여부 및 공존하는 조직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현상학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는 질적 연구에서
의 접근법은 각 조직이 처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을 강조하며 맥락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틀을 도출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김미혜․이현주․서미경, 2008). 공공기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는 첫째,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에 의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강제되고 있어 직무급의 도입수준이
사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공공기관은 전국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이들 간에 순환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무순환의 실행에 따른 긴장이 더욱 분명히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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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대상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적용하였다. FGI는 특정한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표적 집단의 인식, 태도, 반응, 요구사
항 등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면접을 통해 도출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다(Morgan, 1996). 이 방법은 특히 복수의
참가자들 간의 시너지를 통해 개별면접보다 더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Franz, 2012). FGI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참가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과, 둘째, 참가자 간에 상호작용
을 원활히 하여 많은 정보를 도출해 내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유형별(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로 고르게 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하나의 공공기관
에 소속된 복수의 사용자측 피면접자(사내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보상체계 담당자)와 노동조합측 피면접자(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1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
접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10개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초점집단면접 참가기관 및 참가자
번호

기관

조직유형

피면접자 구성

조사시기

1

A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측 4인, 노측 2인

2021년 7월

2

B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측 4인, 노측 2인

2021년 8월

3

C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측 3인, 노측 2인

2021년 8월

4

D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측 3인, 노측 2인

2021년 8월

5

E기관

시장형 공기업

사측 3인, 노측 2인

2021년 9월

6

F기관

시장형 공기업

사측 4인, 노측 2인

2021년 10월

7

G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사측 5인, 노측 2인

2021년 10월

8

H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사측 2인, 노측 1인

2021년 10월

9

I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측 3인, 노측 2인

2021년 10월

10

J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측 2인, 노측 1인

2021년 11월

각 집단의 심층면접은 각각 9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면접 진행시 사측 피면접자와 노측 피면접자를 분리하여 각
각 면접을 별도로 진행하였는데, 이들을 함께 배석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닉하는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관당 복수의 배석자를 대상으로 90분씩 두 차례의 면접이 진행되었
으며, 열 개의 기관에 대해 별도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사례비를 지불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현상학적 분석은 자료분석의 단계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직무급과 직무경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음의
구조에 따라 4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표 3> 참조). 심층면접은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진 전문 진행자가 주도하였다. 도입 단계에서 피면접자들에게 FGI의 목적을 밝히고, 참석자 및 진행자 소개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소속기관의 개략적인 소개와 함께 면접의 주제인 직무급과 직무순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였다. 도입단계를 거친 후, 1단계에서는 임금체계의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배경, 임금체계
에 대한 조직의 역사적 흐름, 이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응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2단계에서는 현재 직무
급 도입현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이 장려된 이후 조직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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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직무분석, 직무분류, 직무평가, 직무등급 도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3단계에서는 직무순환(순환근
무) 실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순환보직제도의 실행현황이나 대상자 선정방법, 순환보직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
였다. 마지막으로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 가지 제도가 공존가능한지, 공존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등을 질문하였다. 만약 공존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
에 대해 토론하였다.

<표 3> 초점집단면접 흐름과 주요 내용
단계

주제

도출 내용

1

임금체계의 배경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배경, 역사적 흐름, 노사 양측 반응

2

직무급 도입현황

직무분석, 직무분류, 직무평가, 직무등급 등

3

직무순환(순환근무) 실태

순환보직제도의 실행현황, 순환보직 대상자 선정방법 등

4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관계

두 가지 제도의 운영현황, 충돌사례, 내부의견 등

IV. 연구결과
직무급과 직무순환에 대한 면접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하나는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 양상(상호보
완하므로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상호충돌하므로 공존이 불가하다는 입장)에 대한 내용과, 공존이 가능한 경우
어떤 경계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각각 별개의 절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존가능의 입장: 직무급과 직무순환은 상호보완의 관계
직무급과 직무순환이 공존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피면접자들은 두 가지 제도가 한국형 속인주의 하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근거
는 직무순환 덕분에 직무급의 선결조건인 객관적인 직무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앞서 설명되었
듯이 우리나라의 직무급은 외부노동시장의 표준임금체계가 없어 내부노동시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경우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무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직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
인 직무분석이 어렵게 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직무순환의 세 가지 가설 중 고용인학습 가설과 피고용인학
습 가설에 의해, 직무순환 덕에 사용자 측과 구성원들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데, 이러한 노력이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가능케 했다는 설명이다.
“직무분석 과정에서 전사원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어떤 직무의 가치가 더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감대가 자연스럽

게 형성되었으며, 이들 직무의 직무등급이 높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 전사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 직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직무,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직무에 대해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게 되면서 언젠가 그 직무를 하게 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
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8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기존에 수행되고 있던 직무순환도 노사 공히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직무에 따른 상대적인

가치 차이가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즉, 자기 직무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어떤 직무도 맡을 수
있으며, 그 선정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이 전제되자 직무의 객관화가 비교적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직무급과 직무순환이 공존가능하다는 주장의 두 번째 근거는, 기존 순환근무의 한계를 직무급이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순환근무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격오지나 격무에 시달리는 직무로 배치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예: 생활보조수당)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는데, 이를 직무
분석에 반영하면 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순환근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Smith, 1979), 기피되는 직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늘리

고 선호되는 직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줄임으로써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직원의 경우 희망 근무지(연고지 등)로 배치될 경우 수당 등의 임금이 약간 감소되더라도 이를 감내하기도 합니

다. 이를 직무급에 반영해서, 승진에 유리한 본사나 희망 근무지에 배치될 경우 직무가치를 조정하여 반영하면 직무급
과 직무순환이 보완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오지 근무시 다음 순환근무시 희망 근로지로 우선 배치하거나, 격오지 근무에 따른 경력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법

으로 별도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무급을 도입하게 되면 격오지 근무에 따른 직무가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되니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직무급과 직무순환이 공존가능하다는 주장의 세 번째 근거는, 반대로 직무급 도입에 따른 부작용, 예를 들면 임금
격차 발생에 대한 구성원들의 저항을 직무순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무평가에 따른 상대적 직무가치의 차이
에 대하여 차등보상하는 직무급 도입 시에 저평가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저항이 강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
합은 직무급 도입으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직무순환이 이루어
진다면 직무평가 차이로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직무급
수준이 낮더라도 직무순환을 통하여 향후에 높은 평가를 받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직무가치의 차이에 대한 임금
격차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직무가치에 따른 차등보상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 순환보직으로 직무가치가 낮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들은 언젠가 직무가치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직무급의 차등 지급에 대한 반발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2. 공존불가의 입장: 직무급과 직무순환은 상호충돌의 관계
반면,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피면접자들은 두 가지 제도가 근본적으로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충돌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논거는 두 가지 제도가 근본적으로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직무급)와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직무
순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에서는 희망직무를 기반으로
채용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보상, 경력체계가 설계되어 스페셜리스트를 길러내는 반면에, 속인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성격을 갖는 직무순환은 제너럴리스트를 길러내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부분
이 복수의 피면접자를 통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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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순환보직으로 지정되는 직무 자체가 개인이 원해서 선택한 직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직무급은 각 직무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접근 자체가 다르므로, 순환보직으로 배정된
직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직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신입사원 채용시 입사 이후 수행하는 직무와 무관하게 일반 직렬로 채용되고, 채용 이후에는 순환보직원칙에 의

해 다른 직무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즉, 인사운영 상 직무에 따른 경력관리 또는 승진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사운영(직무순환)과 직무급 제도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순환근무를 위한 희망근무지를 조사하기는 하지만, 그저 선호도 조사일 뿐 경영진의 재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사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주거비 차이만 연간 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만
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희망 근무지로 이전하기 위한 알력 싸움이 심한 편입니다. 원하지 않는 근무지에서 원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무에 따른 임금격차도 커지면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이 불가하다는 주장의 두 번째 근거는, 본사와 지사 간에는 업무성격이 달라 동일한 기
준으로 직무분석을 하는 것도, 직무순환을 실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주로 본사의 경우 행정이나 기
획, 재정에 관련된 업무비중이 높아 협소한 직무에 대한 스페셜리스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 반면, 지사
에서는 총무, 영업, 경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제너럴리스트의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 즉, 본사와 지사 간
에는 업무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요구되는 역량, 동기, 구성원들의 추구하는 경력도 상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본사와
지사를 대상으로 단일한 기준의 직무급과 직무순환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각 지사별로 특수성이 있어서 순환근무를 하더라도 개인 경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통상 지사의

직무가치는 본사보다 낮게 평가될 텐데, 경력에 도움도 안 되는 격오지 근무에 임금까지 낮아지게 되면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 근무가 승진에 유리하므로 개인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직무가치도 비교적 높아 상대임금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

지사 근무는 업무도 많고 다양해서 고생은 본사 못지않은데, 직무등급이 낮게 평가되면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
다.”
“본사는 스페셜리스트에 적합하고, 지사는 제너럴리스트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동일한 기준으로 직무가치를

평가하고, 직무순환으로 돌리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V. 토론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국내 열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과 직무순환제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규명하는 시도를 진행하였다.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성격을 갖는 직무급과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의 성격을 갖는
직무순환제도는 개념적으로 상충되는 듯하지만,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점집단면접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
결과, 두 가지 제도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순환근무의 불공정성을 완화시키며, 직무급의 차등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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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특징을 가지나, 채용과 경력관리 차원에서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제도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본사와 지사 간의 업무성격 차이를 조화롭게 통합하지 못할 때에 상호충돌할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공존 가능성을 질
적 연구방법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직무급은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대표하는 보
상 제도이고, 직무순환은 속인주의 인사관리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임을 규명할 때,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직무급이 직무순환을 포함한 기존의 인사제도와 어떤 적합성(fit) 또는 비적합성(misfit)을 갖게 되는
지 조직 내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연공급과 직무급을 비교하고 공존가능성을
실증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박희준, 2018), 직무순환과의 적합성을 규명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질
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무순환제도는 직무급과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할 가능성과 상호충돌할 가능성을 모두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객관적인 직무분석을 가능케 하고, 순환근무에 따른 불공정성을 직무급이 완화하고 직무급의
차등보상에 대한 수용도를 높여서 상호보완할 가능성과 함께, 채용관리와 경력관리 차원에서 직무전문성을 지향하는
직무급과 범용형 인재를 지향하는 직무순환제 간에 제도적 부정합성이 발생하고 본사와 지사의 업무 차이를 통합적
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데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때 충돌할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제도들의 상호보완성을 정량적인 분석으로 규명하는 시도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직무급의 효과적인 도입 및 실행을 위한 선행조건들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 질적 연구결과에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집단면접 과정에서 직무급을 효과적으로 도
입한 조직들의 선결조건을 일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들 조직들은 공통적으로 (1) 높은 수준의 노사간 협력, (2)
인사부서의 전문적인 역량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높은 수준의 노사간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는, 직무급을 도입
하는 과정에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의 협력 없이는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
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직무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한편, 타
직무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직무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높은 수준의 노사간
협력 없이는 이러한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기관은 노사간 대립이 심화된 상황에 있었는데, 경영진
의 직무급 도입에 대한 강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반대와 불참으로 직무정보를 모으는 것 자체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인사부서의 전문적인 역량이 선결조건으로 제시된 이유는,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과정에서 각 조직의 고유한
상황과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직무급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직무급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한 이창길(2009)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직무급 도입은 각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상향
식․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즉, 외부노동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표준임금체계나 직무정보
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내부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급 도입을 위해서는
각 조직이 처한 특수성과 고유성이 직무가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인사부서가 조직의 여러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고유한 직무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설득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하는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직무급에 대한 전문성 뿐 아니라 조직의 업무와 역사, 그리고 의사
소통능력과 의제설정 및 설득까지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직무급 도입에 있어서 인사부서의 전문적인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사점으로 본 연구는 임금체계 변화에 있어 역사적 변화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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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성과연봉제 확대권고안 정책이 강행된 이후, 국내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노사 간에 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집단면접에 참여한 열 개 기관도 공통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성과연봉제를 ‘기관 자율추진’으로 변경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미 과도한 노사

갈등을 겪은 여러 기관들은 아직 성과연봉제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였다(박종관, 2018). 이러한 상
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직무급에 대해 집단면접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이름만 바뀐 성과연봉제
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할 정도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한 상황이었다. 이는 조직의 고유한
역사나 문화 등의 고유한 맥락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박준성
김환일, 2008).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적 시도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직무급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관의 특성이나 임금수준 등 고유하고 상대적인 특성들이 중요
함을 시사하였다. 일찍이 일본에서도 속인주의 인사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무급 도입을 시도했었는데, 일본 기
업들에 맞지 않아 폐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규창(2014)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Yoshida(2010)에 의하면 일본에서 직무급 도입이 실패한 이유가 첫째, 고도성장기여서 새로운 직무가 지속적으로 만

들어졌고 새로운 직무가 만들어질 때마다 직무평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관리 부담이 컸다. 둘째,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인사체계에서 내부의 잦은 인력이동으로 맡은 직무의 변화가 자주 발생하였다. 셋째, 경제성장 초기였기 때문에 가
뜩이나 낮은 임금수준이 직무가 변화한다고 해서 임금의 변화가 발생하면 생활수준이 불안정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이 있었다. 넷째,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인해 직무평가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려되었고, 산업평화가
최우선과제였던 기업과 정부로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유규창, 2014: 50)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집단면접 과정에서도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공공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즉, 업무가 매
년 달라져 새로운 직무가 생성되는 경우, 직무순환이 넓은 범위로 자주 시행되는 경우, 평균 임금수준이 낮은 경우,
노사갈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놓인 공공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직무분석이나 직무평가에서 많은 어려
움이 존재한다고 토로하였다. 따라서 직무급의 효과적인 도입을 고민하는 국내 기관들은 위의 제약조건들을 고려하
여 노사간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대상을 공공
기관으로 한정하여 논의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물론 공공기관은 직무급과 직무순환의 도입수준이 높아 두 가지
제도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사기업과 구분되는 고유한 특징들 또한
가지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사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기업
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 속인주의 인사관리 중
직무순환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속인주의 인사관리의 특징으로는 직무순환, 연공급 외에
도 채용이나 평가,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직무중심 인사관리가 차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직무급이
속인주의 인사관리가 갖는 다양한 양상들과 어떤 측면에서 상호보완 또는 상호충돌 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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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류 성 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 연구의 함의
○ 전통적인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와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간 관계를 살펴보고있는 의미 있는 연구
임.
-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로서 직무순환과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로서 직무급 간 관계에 대한 규명
시도
○ 10개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FGI를 활용한 질적 연구 활용하여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기관별 사측/노측 다수 인원에 대한 의견청취

□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우리나라 기업, 특히 공공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가 속인주의에서 직무중심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개
관적 설명 필요
○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의 대표 제도가 왜 직무순환인가에 대한 논리 보완이 필요함.
- 저자들도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직무순환은 속인주의 특성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음.
- 직무순환이 공공부문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사기업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의 일반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직무순환이 아닌 속인주의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대표적인 제도를 살펴보는것이 연구의 의도를
살리기에 보다 적합하지는 않은지 고려 필요함.
○ 직무급을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의 대표적인 제도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대한 논리 보완이
필요함.

토

론

- 이론적 배경에서도 서술되어져 있듯이 직무급은 연공급 등과 혼용 가능
- 직무급 보다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대표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
절해 보임.
○ 직무급과 직무순환 간 관계의 보완 관계와 갈등 관계에 대한 이론적·논리적 설명필요
-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와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선행요인 고찰 필요
- 직무급과 직무순환 도입 및 활용에 대한 선행요인 고찰 필요
○ 방법론 측면에서 기관마다 1명의 인사담당자를 인터뷰하는 것과 여러 명 인터뷰하는 차이가 나타
나는지 설명이 필요함.
- 기관별로 여러 명을 FGI 하는 장점을 서술 필요
- 사측과 노측을 별개로 인터뷰하는 의미와 효과성에 대한 서술 필요
○ 보완적 측면의 FGI 결과 해석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직무순환에 따라서 직무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보완 할 필요성이 있
음.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다는 것이 직무분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함.
- 직무가치에 따른 임금차이가 커져도 직무급과 직무순환이 과연 보완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함.
○ 갈등적 측면의 FGI 결과 해석이 제너럴리스트/스페셜리스트의 관점으로 나오는 부분은 다소 아쉬
움. 보다 다양한 측면을 도출하는 것이 속인주의 인적자원관리제도와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제도 간 관
계를 다루려는 연구의 의도에 맞을 것같음.
○ 연구결과의 해석 부분과 결론 부분에서 애초 연구의 의도와 달리 직무급과 직무순환 간 관계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애초 연구의 의도처럼 속인주의 및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간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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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김 영 문 전북대 법전원 교수

I. 들어가며
씨제이대한통운(이하 ‘원청’이라 한다)은 대리점주(이하 ‘하청’이라 한다)와 화물의 집화와 배송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주는 택배기사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택배기사들은 자기
차량으로 화물을 집화·배송하는 자영인이다. 그러나 최근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하 ‘하
청노동자’라 한다)로 인정되어 택배노동조합(이하 ‘하청노동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하청노동조합은 하청과 단체교섭을 하는 한편, 일부의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교섭의제는 6개로서 1) 서브터미널에서의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의 단
축, 2) 서브터미널에서의 인도작업 대기시간의 단축, 3) 휴일·휴가 및 주5일 근무제의 실시, 4) 택배기
사 1인당 1개의 하차장 보장 등 작업환경 개선, 5) 급지수수료 인상, 6) 사고부책의 개선이다. 그러나
원청은 하청노동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단체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이에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서 정한
바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을 하였다.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계약관계가 없어 원청
이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을 각하였다. 그러나 초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
다)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여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
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초심 결정을 취소하였다.(이를 이하에
서 ‘이 사건’이라 한다). 특히 6개의 교섭의제 중 1) 서브터미널에서의 택배기사의 배송상품 인수시간의
단축, 2) 서브터미널에서의 인도작업 대기시간의 단축, 3) 휴일·휴가 및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건이므로 단독으로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세 개 교섭의제 4) 택배기사 1인당 1개의 하차장 보장 등 작업환경 개선, 5) 급지수수
료 인상, 6) 사고부책의 개선은 하청도 제한적이나마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므로 원청과 하청이 중
첩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청은 이러한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글은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와 관련
하여 위 중노위의 결정(이하 이를 ‘이 사건’이라 한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중노위 판정권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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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한다.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이면서 규제위원회
로서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와 공익위원의 3자 구성을 조직원리로 하는 독립적
행정규제위원회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재판과 유사하게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인정된 사실에 대
한 법률의 적용을 통하여 판정을 한다는 점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한다.1) 그렇다면 중노위는 법률과 대
법원 판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동시에 중노위는 자신이 스스로 내린 종전의 결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가 법령이나 대법원의 확정판
결이나 전원합의체 판결 또는 중노위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구속되는지, 아니면 자유롭게 판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규정은 없다. 어느 면에서는 중노위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경우 어차피 1심 행정법원에서 취소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심판회의 결정이 구제명령이기 때문에 중노위는
대법원 판결이나 자신이 내린 종전 결정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리형성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
한적인 범위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원청에게 하청노동조합의 단
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3권의 실현으로서 행정적 구제를 넓히는 것이라고
볼 소지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노위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정을 하거나 종전 자신의 견해에 반대
하는 판정을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적 구제를 넓히는 것으로서 중노위의 형성사례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노위의 법형성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첫째, 근로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구제의 확장에 있어서는 침해되는 상대방의 기본권을 고려하여야 한
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형성의 방법으로 개인 권리 구제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 자체가 기본권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고, 기본권은 국가를 구속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사인 간의 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권리구제의 확대는 타방의 권리침해를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방의 권리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이유에서 근로자 보호를 도모
한다고 하여 근거없는 타방의 권리 침해·제한은 그 타방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 사
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법률관계에서 원청과 하청 그리고 하청노
동자의 노무제공이나 노동력의 이용관계가 진정한 도급관계라면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원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중노위가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중노위 자신
의 종전 결정을 변경하여 법형성의 방법으로 행정적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
며, 근로자 보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청 권
리침해·제한의 정당성의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중노위의 결정이 이러한
정당화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의문이다.
둘째, 중노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법형성의 방법으로 행정적 구제의 확장을 위하여 종전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
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물론 노동위원회도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따라 전원회의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법원
과 같이 법령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2) 노동위원회는 3인 공익위원의 심판으로 결정한다. 그 결과 중노위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며, 또한 자신들이 세워놓은 판정의 원칙에 배치되는 결정을 쉽게
1)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1409 참조.
2) 예를 들어 특별행정심판으로서 조세심판원은 자신들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통일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와 같은 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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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릴 수 있다.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계나 경영계의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위원이 참가하면 종전 대법원 판결이나 중노위 자신의 결정이 번복되어 선례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
셋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먼저 내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공익위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특성상 부당해고 사건에서 피신청인인 사용자가 부당해고 절차상
사유를 치유하고 해고하여 다시 부당해고를 다툰다면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변경되는 경우 판정의 결과
가 달라질 수도 있다.3)

예를 들면 2018년 7월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원

청 대한통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하청노동조합도 하청을 사용자로 알고 있고, 하청도 사업주로서 독립성과 독자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이다. 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사건에
서 중노위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이나 월권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
나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전원 뒤바뀐 이 사건 결정에서는 원청 대한통운이 사용자라고 결정하였다. 원
청이 하청노동조합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가 하는 동일한 문제, 즉 원청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조합의 사용자인가를 묻는 동일한 사건에서 법리가 새로 개발되거나 노동자 보호 요청이 증강되어
야 할 필요성이 갑자기 달라진 것도 아닌데,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바뀌었다고 공적인 구제명령 기관으
로서 중노위의 판정이 달라져야 하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익위원은 공공의 복리의 관점에서
객관적 공익을 대표하므로 그 독립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익
위원의 역할이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편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위원의 공익성을 부정
해서는 안 될 것이다.4) 물론 공익위원들이 공익을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
위원들의 내부 심판과정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실과 증거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
게 판정을 해야 하는 기관이지, 특정의 방향과 이를 선호하는 공익위원의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본다.
넷째, 중노위의 결정은 분명 지그재그식 결정이다. 2018년도 현대중공업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조정 사
건에서 중노위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도 없어 사용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
았다.5) 이러한 중노위의 원칙적 판정이 이 사건에서는 유지되지 않았다. 위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건
은 원청과 하청은 도급, 하청과 근로자들은 고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원청과 하청은
위수탁의 도급과 하청과 하청노동자들도 위수탁의 도급으로 연결된 진정 도급관계에 있다. 중노위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했는지, 두 사건이 서로 유사하더라도 중노위의 지그재그식 판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발전된 법형성인지, 아니면 중노위의 친노동자적 입법정책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상당한
혼란을 준다.
III. 중노위의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법원 판결 원용의 오류
이 사건에서 중노위는 원청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이유로서 2010년도 3월 25일
3) 물론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중노위는 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만들어
야 한다. 특히 관계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편파적이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
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러한 행위규범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누가 들
어가느냐에 따라 판정이 쉽게 번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4)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1402면 참조.
5) 중앙노동위원회 2020.6.1., 중앙2020교섭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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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른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활동에 대해서 원청 현대중공업이 지배·개입을 한 사용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았다. 그 결정적 이유는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과 활동에 대해서 지배·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 ‘실질적 지배력설’은 후에 비판적으로 보기로
한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이 사건은 원하청과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법률관계
가 분명히 다르다. 앞의 사건은 하청이 하청노동자들을 고용하였고, 원청과 하청 사이에는 하도급계약
관계가 있다. 그리고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청의 입장에서 하
청노동자들은 원하청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보면 하청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도급과 고용관계가 결
합되어 있고, 하청노동자들은 대개의 경우 원청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므로 원청과 사이에 하청의 이
행보조자로서 원청의 지휘명령과 편입의 요소들이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밀집도도 상당
한 정도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과 편입 여부에 따라 도
급인가 파견인가가 문제될 소지가 많은 외부노동력 이용 영역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관계가 아
니다. 이 사건에서 하청 대리점주와 하청노동자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택배기사
는 기본적으로 자영인이다. 이 관계는 하청노동자 택배기사들이 하청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
로자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럼 도급과 고용으
로 연계된 노무제공관계에서는 원청과 하청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지휘명령과 편입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
성과 평가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그러한 평가의 도구틀이 ‘실질적 지배관계’라고 생각된다. 어떠한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지배하는 자가 그 노동조건에 대해 처분권한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처분권한에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며, 사용종속관계
에 있다는 것은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실질적 지배력은 지휘명령과
편입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급과 도급으로 연계된 노무제공관계에서는 이러한 실질적 지
배관계와 지휘명령 및 편입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사건은 원청이 노동력이용을 위한 법률관계의 내용도
다르지만, 실질적 지배력과 지휘명령 및 편입의 정도와 밀접도, 책임관계, 업무의 지시 등이 현격하게
다르다. 그런데 중노위는 이 사건 택배기사들이 원청의 물류운송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직접 편입되어 노무제공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중노위는 도급과 고용으로 연계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도급과 도
급으로 연계된 이 사건을 실질적 지배력과 지휘명령 및 편입이라는 기준으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도급과 도급으로 연결된 노무제공관계에서 하청노동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과 지휘명령 및 편입과는 다른 도구틀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무비
판적으로 도급과 고용계약으로 연결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도급과 도급으로 연결된 이 사건에다 잘못 적용하였다고 본다.
IV.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논거로서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논거로서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물론 노동입법 시 또는 판결이나 결정 시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하고, 그렇게 입법된 법령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도 노동3권의 본질과 가
104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법자는 입법 시에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하며,
국가도 노동3권과 같은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3권이 직접적 규범력이 있기
때문에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도 노동3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는 논리는 노동3권이 헌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노동3권 최우선주의’에 서 있다고 본다. 노
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이라는 가치요소는 이른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6) 이 전교조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3권은 법
률의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헌
법은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 및 모든 국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적 규범력을 가지
며, 그 준수를 요청한다.7) 무엇보다 헌법의 직접적인 규범력은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특히 강조되는 바,
노동3권도 한편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노동3권의 자유권적 측면의 효력은 입
법에 의한 구체화와 관계없이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한다.8)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로 대표되는 국가가
행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의 행정처분에 대해 노동3권의 직접적 규범력을 이유로 무효처분을 한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면에서 하청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향유하지만, 외부노동력 이용관계에 참여한 원청과 하청도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들이다. 이들은 국가와 다르다. 국가에게 노동3권의 직접적 규범력을 관철시키
는 것과는 달리, 원하청관계에서는 노동3권과 원하청의 기본권 충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력 제공자인 하청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갖지만, 노동력을 이용하는 원청도 당당한
기본권 주체이다.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경영권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체성을 인정하여 기본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9) 특히 노동력이용자는 사적 자치가 도출되는 자
기결정권과 직업 자유의 기본권을 향유한다. 노동력이 필요할 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노동력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력이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주
가

타기업 인력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가적 결정사항으로서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여 어떤 직업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직업 자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기도 하다. 기업주가 노
동력 이용에 있어서 직접고용 방식을 취할 것인가, 타 기업의 노동력을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직업행사 자유의 기본권은 기업의 조직 및 법형태 선택의
자유, 직업적 처분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10) 우리 헌법재판소도 기업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는 입장이다.11) 또한 사업장의 인사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인력 활용을 어떤 조직적 구조로써 수행할
것인가, 노동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통제하고 지휘·명령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지, 타 기업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창출할 것인지는 기업가 결정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인력 활용을
직접고용 방식에 의할 것인지, 타기업의 근로자를 활용할 것인지의 결정도 기업가의 결정의 자유에 속
6)
7)
8)
9)

대법원 2020.9.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장영수, 헌법학 제10판, 2017, 394 참조.
장영수, 같은 책, 843면 참조.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2021, 168면 이하; 김재훈, 경영권과 노동권의 조화,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2007,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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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법률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원청과 하
청노동자들을 노동3권으로 연계하여 원청에게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노동3권만을 강조해
서는 안 되며, 충돌하는 기본권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노동3권의 직접적
규범력을 원용하는 것은 기본권 충돌의 문제를 도외시한 일방적 ‘근로자보호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고 본다. 이를 원하청관계에서 관철시키는 것은 중노위가 마치 입법자처럼 ‘하청노동자 보호’라는 입법
정책을 관철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중노위의 월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또한 중노위는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의 논거로서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
적 규범력을 존중하여 입법된 노동조합법의 집행과 해석에 있어서도 노동3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중노위는 먼저 무엇이 직접적 규범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헌법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개념과 정의는
일반적·추상적·개방적·동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들 언어도 기본적인 개념의 틀(Rahmen)을 갖고 있으
므로 무한대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을 만들 때에도 근로자·근로조건·자주·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의 개념의 틀은 유지되고, 그 개념 틀의 범위에서 헌법 제33조 제1항은 직접
적 규범력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고, 노동조합법의 입법자가 어느 정도 입법형성 재량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 규정으
로부터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이 직접적 규범력을 발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
합법 규정들이 노동3권의 직접적 규범력을 존중하여 만들어지고 해석되어야 한다면, ‘단체교섭권은 근
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개념의 틀은 유지되어야 한다. 중노위가 강조한 것처럼 노동3권이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적
용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노위는 하청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사항이, 특히 6개의 의제가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인지, 따라서 단체교섭 사항인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단체교섭 사항이 근로조
건인지의 판단은 법리적인 문제로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력을 이용하는 원청이 그
교섭 요구의제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교섭의제의 근로조건 해당성에 관한 객관적 판
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중노위가 내세운 실질적 지배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유의미한,
규범적인 근로조건과는 별개로 그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사실상 힘의 역학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지나
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V.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의 확장을 이유로 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인정은 누가하는가?
새로운 노무제공방식 확대 경향이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도 단체교섭의무
가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 즉, 노무제공 양식이 노무제공자와 이를 수령하여 이용하는 자 사이
의 2자관계를 넘어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사업주도 가능적으로 분할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방식이
확산되면서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도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하면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가 되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엄밀하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방식 확산은 노동조합법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노무제공방식
의 진화로서 입법의 후발적 흠결에 해당한다. 이에 상응하여 이 흠결을 중노위나 법원 판결이 보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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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입법자들이 먼저 이 후발적 흠결을 보충하여야 한
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확산하면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법원은 마치 입법자처럼
새로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입법자(Ersatzgesetzgeber)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원
청과 법률관계가 없는 하청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법률관계로 연결하여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원이 대체입법자로서 노동조합법의 후발적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와 같은 흠결의 보충에 있어서는 참가당사자의 기본권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부
담을 받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의 출현과
확산에서 당연히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나 사
법부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요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
와 하청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다. 대법원이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가 근로3권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원청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노동3권만의 강조는 원청에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
기에는 너무 일방적이거나 너무 큰 주제이고, 실질적 지배력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근거짓는 가치로서는 정치(精緻)하지 못하여, 근로자보호의 일방적 가치기준이라
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노무제공방식의 확산과 사용자의 분할에서 근로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단체교섭과 같은 권리로서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에게 의무적 ‘요구’가 필요한 것인지, 원사업주 이
외의 사업주의 참여와 이해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요청’이 필요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VI. 원청에게 단체교섭의무 부과 시 비례성 원칙 충족 여부
원청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법률관계도 없는 자에
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원청의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상의 과잉침해금지 원칙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런데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단체교섭의
무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지 말아
야 한다는 의미이지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원
사업주와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사이의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등을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다.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이 이에
응한다고 하여도 교섭은 결렬될 수 있고, 단체협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
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청에게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하청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
다. 원래 진정 도급관계에서 하청노동자와 지휘명령관계도 없고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다고 생각했던 원
청은 파업의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하청노동자와 법률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원청은 중노위의 판정이
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어느 노동조건에 대해서 자신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어 단체교섭을 해야 하
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쟁의행위의 효과를 감수해야 함으로써 원청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경쟁기업과의 관계에서 잠재적 시장에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 물론 원청이 단체교
섭을 응락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은 감수해야 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회사와의 경쟁조건은 사라지고 기업의 존립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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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원
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결과 - 이것을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 집
단행동이 발생하고, ‘원사업주와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 사이’의 위수탁계약은 정지되고, 원사업주 이
외의 사업주의 기업활동의 자유는 파탄이 날 수도 있다. 중노위의 판단과 달리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
VII. 진정 도급관계에서 하청이 할 수 없는 경우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리로서‘요구’와 원청에
개선을 ‘요청’하는 것의 차이
도급과 고용이 연결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달리 도급과 도급이 연결된 경우 진정한 도
급관계로서 노동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시장의 원리가 지배한다. 경쟁의 원리가 지
배하는 재화시장에서 재화·서비스 등의 거래는 계약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계약 일방 당사자의 보
호도 그가 계약상대방에게 ‘구조적’으로 종속된 경우에만 계약의 수정이 결과하며, 단순한 종속적 지위
가 있다고 하여 계약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방의 우월한 계약적 지위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열악한 지위의 상대방은 그가 타방 당사자에게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택배기사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하여 원청 대한통운이 실
질적 지배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화시장의 거래질서로서 진정도급에 노동시장 질서체계 대원칙으로서
노동3권을 끌어들이면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일어나며, 재화시장의 거래질서체계는 무너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하청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원청에게 단체교섭권을 존중
하라는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의 보호가 방치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
기될 것이다. 여기서 단체교섭권이라는 권리로서의 요구는 상대방의 교섭의무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든가, 당사자의 동의라는 정당화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원청이 해결할 수
있는 하청노동자의 현안은 하청노동조합이 요청, 호소, 부탁, 협의 등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한다. 요구가 권리와 의무를 주고받는 것 – 그런 이유에서도 법률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임에 비하여, 요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
이다. 그러한 요청이 제도화되면 사회적 합의나 협의기구가 되어 하청노동조합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원청 직영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하청노동조합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청과 이
노동조합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기구를 만들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
가 하도급을 계획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 내지 합의를 받도록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그것이다. 독일의 일부 산별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하도급을 하
는 경우 하청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그러한 사례로서 정부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자영인의 집단적 이익대변을 하는 구조가 화
물연대이다. 택배기사들도 화물자동차 기사로서 자영인이고, 화물연대의 조합원들도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영인들이다. 화물연대의 화물자동차 기사들은 이미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조
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그러나 단가 등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노정 간 협의에 의하여, 화
물자동차의 허가에 대해서는 정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 당사자의 사회적 대화 방식에 의해서 현안문제
를 해결한다. 자영인으로서 화물자동차 기사들의 집단적 이익대변을 위해서 단체교섭이 유일한 문제해
결방법이 아니다. 택배기사들도 이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대화구조를 통한 집단적 이익대변을 통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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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자영인들의 문제해결은 단체교섭권의 ‘요구’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요청’이 문제해결의 방법임에도 중노위는 이에 대한 고려없이 무리하게 교섭구조를 적용
하고자 한 잘못이 있다.
VIII. 원청 단체교섭의무 부과와 판례와의 합치성
하청노동자들과 명시적· 묵시적 근로관계도 없는 원청이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 법원의 판례와 일치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원칙판결로 내세웠음에도 노동위
원회가 이와 달리 판단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법형성으로서12) 그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헌
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근로계약관
계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본다.13) 하청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있
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이 있다. 그런데 중노위는 이러한 확립된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근
로계약관계가 없어도 하청노동조합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원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 판결은

중노위를 구속한다는 선례구속효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존

중하지 않으면서 중노위가 독자적인 판정을 하는 경우 논증의 위험이 있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노
위는 이에 대해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단체교섭 질서를 잘
못 파악하였다고 본다.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한 대법원 판결은 - 단체교섭응락에 관한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건’에 관한 하
급심 판결14)을 제외하고 -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
고 있고, 이 사건은 이제 1심 소송을 앞에 두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노위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야 한다면, 또는 법형성의 법리를 취하고자 한다면 어느 대법원을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1. 대법원의 입장
현재 학설은 크게 나누어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근로자들의 기
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원청은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
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전자를 ‘근로관계필요설’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근로관
계불요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노위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결을 원용하여 근
로관계불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관계필요설이 중점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은 대법원
2006다40935 판결이다. 이 판결은 분명히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 적합한 판결은 아니다. 이 사건은 국
가의 행정관청이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서 국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12) 대법원 판례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 근로관계가 있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는 판례원칙을 세웠다면 대체
입법자로서 대법원이 확립한 판결에 대해서 중노위가 근로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을 한 결과이므로 일종의 법형성이라
고 볼 여지도 있다.
13) 물론 근로조건의 향상은 근로계약관계와는 별개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도 근
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조건 향상 규율체계이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14) 울산지방법원 2018.4.12., 선고 2017가합20070; 이에 대한 항소심으로서 부산지방법원도 제1심의 판결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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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직업상담원의 사용자가 이들을 채용한 고용노동부인가, 국가인가가 문제된
사건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문제는 중간적 위치에 있는 고용노동부가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인가
국가가 사용자인가가 문제된 것으로서 법률관계가 없다고 하는 원청이 일부 의제에 대해서 하청노동조
합에게 교섭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 이 사건하고 다르다. 씨제이 대한통운 사건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상호 독립된 주체로서 하청기업이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인지만, 직업상담원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는 국
가기관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국가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라는 점에서 다르다. 다만 이 대법원
판결이 씨제이대한통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 비록 방론이지만 -

외부의 노동력을 이

용하는 원청은 어떤 기준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되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가를 밝히고 있다
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 판결은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
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사용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판결은 정확하게 씨제이 대한통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물론 대법원이 당
해 사건에서 말한 이 원칙은 선례로서 이 사건에 대해 구속성이 없다. 또한 방론의 차원에서 언급한 것
이기 때문에 중노위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이 제
기되는 경우 이 원칙에 대한 상론(詳論)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씨제이 대한통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의거하는 대법원 92누13011 판결도 “구 노동조합법 제39
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
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
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본다”고 판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직업상담원에 대해 국가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위 대법원 판
결이 의거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른바 ‘항운노조 사건’이다. 항운노조 사건에서는 항만운송회사에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항운노조가 이 항만운송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이 항만운송회사가 항
운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
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
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
다”고 하고, “사단법인 항만운송협회의 회원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
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물론 이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법률관
계는 ‘이 사건’과도 다르다. 항만운송회사와 근로자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항운노조는 항운노조 조합원들
과 근로관계가 없다. 따라서 항운노조 사건의 법률관계는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 노무제공관계15)
가 존재하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 항운노조의 항만운송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한 판례
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대리점주와 택배기사와는 달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근로관계가 아니라, 대 사
용자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일종의 합동행위에 의해서 법률관계
를 형성하였다. 그러한 관계에서 항만운송회사와 항운노조의 단체교섭은 난관에 봉착한다. 만일에 단체
교섭을 인정한다면 항만운송회사와 항운노조가 맺은 근로자공급계약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15)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는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노무제공관계에 의
해서 노무를 제공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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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와 항만운송회사의 단체교섭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을 기
준으로 항만운송회사가 항운노조 조합원들 임금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항운노조와 항만운송회사의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면
항만에서의 근로자공급 계약 방식에 의한 인력수급형태는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항만운송회사가
인력을 직접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법원이 항운노
조 단체교섭 사건에서 근로관계필요설을 취한 것은 항만에서 근로자공급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불가피
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노동력을 이용하는 원청과 노동력 제공을 매개하는 항운노조, 대리점, 하청업체
등의 법률관계가 존속하는 한, 노동력제공자의 노동조합과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는 단순하게 노동자보호를 내세워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근로계약관계의
존부는 여기서 이를 위한 하나의 법적 기준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항운노조 조합원
노동자들의 노무공급의 법적 형식이 간단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하역근로자는 하역업체와의 사실상 도
급제 일용근로자로서 사용관계’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16) 그럼에도 대법원은 초기에는 하역회사가 하
역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 하면서도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성은 인정하였지만,17) 그
이후의 판결들은 항운노조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냉동창고업체와 하역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근로관계)가 없고, 따라서 냉동창고업체는 항운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
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8) 더욱이 현재는 항운노조를 근로기준법상
의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19) 하역근로자와 하역업체가 단체교섭을 할 가능성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것
이 판례의 경향이다. 또한 일부 학설은 대법원 99도3157 판결을 인용하며 하역근로자와 하역회사 사이
에 집단적 노사관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20) 그리하여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
배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이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와 노무를
공급받는 자 간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하역회사에 대하여 하역근로자와의 집단적 노사

관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소지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노동력
을 매개하는 것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었던 사건이다. 이 판결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
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 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 간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씨제이 대한
통운 사건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력이 있으면 집단적 노사관계로서 노무공급을 받는 자가 근로자들
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으로 앞의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앞의 대법원
99도3157 사건은 근로자와 그의 노무를 공급받는 자 사이에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있어야만 근로자공급
사업이 성립한다고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나 앞의 하역회사의 사건들에서는 ‘사실상의 사용관계’가
16)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2018, 1278면 이하 참조. 이 견해에 따르면 “하역회사와의 관계에서 항운노조는 하역협회와 단체
협약 체결을 통하여 하역근로자의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비록 항운노조가 주된 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하
역업체 또한 하역근로자에 대해서 필요한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하역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하역회사가 원천징
수하고, 하역근로자의 사용자 분 사회보험료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하역근로자는 하역회사의 도급제 일용근로자로 사
용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판례도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공급
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이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
로자와 노무를 공급받는 자 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역회사에 대해 하역근로자와
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17) 대법원 1986.12.23., 선고 85누856;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949;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18)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대법원 1996.6.11., 선고 96누1504.
19) 대법원 1996.3.8., 선고 94누15639;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8908;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507.
20) 김형배, 노동법 제27판, 2021, 127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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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으면 단체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두 사안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대법원 2019도18524 판결은 원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노778 판결이 상고심에
서 확정된 판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대학은 B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근로자들과 별
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A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A의
사무처장 등을 위하하고 합의서의 서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사무처장의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업무
방해 등으로 공소제기된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근거로 A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우선 A가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그 이유로는 A가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A와 B의 청소용역도급계약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의 관
리·통제는 B가 하고, A는 원칙적으로 B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청소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거
나 근로자가 고의·과실로 A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의 경우 B에 일정금액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이 청
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한다면 A는 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원심은 A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해야 할 사용자는 아니지
만,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는 아니라고 보았다.21) 이와 같은 판결을 고려
하였을 때 하청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청과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원청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인
정하기 어렵다는 원칙 하에 개별적인 사례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당
사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확정한 것이므로 대법원도 근
로관계필요설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하청노동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른바 ‘수자원공
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사건’에서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행한 쟁의행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정
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
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법익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2) 대법원은 이 판결로써 제3자로서 도급인인 원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 즉 노동조합은 단체교
섭을 요구하고 교섭이 결렬되면 단체행동으로 사용자를 압박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21) 원심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38조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로 볼 수 없는 이유로서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의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위 청소용역도급계약에 의하면, A는 청소범위를 직접 정하고, B로부터 작업부위, 청소횟수, 인원투
입 계획 등에 관한 주간·연간·월간 각 청소작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사전 승인하며, 계약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B에
대하여 자료(인건비, 복리후생비지급 상황 등)을 요청하면 B는 이에 협의할 의무가 있고, A와 B 사이에 용역대금의 증감은
B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액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위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A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의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
므로 피고인들이 행한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이 A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등 위 관련 법리상 여러
조건들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
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원청의 재산권 침해와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A가 청소용역근로자들과 단체교섭
의무가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피의자 청소용역근
로자들은 A 측의 재산권 등 권리 내지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법한 쟁의행
위를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것으로 되었다.
22)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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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련의 직접적인 수단과 방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판결
처럼 도급인인 원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도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서 파업을 하는 경우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 말하자면 원청이 사용자처럼 하청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원청이 사용자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
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
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
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는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상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이 판
결은 원청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결과를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대법원은 도급인인 원청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들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청
사업장이 파업으로 중단되어 피해를 주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에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한 행위로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청노동자들과 법률관계로 얽히지 않는 원청이 수급
인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인’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와 동일하며, 단체교섭
의 사용자나 쟁의행위의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집단적 노
사관계가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들은 하청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원청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내용상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비록 그것이 방론에 해당하던, 대리점주와는 달리 항운노조를 사
업주로서 인정을 하지 않던, 또는 항운노조를 사업주로 보는 근래의 판결처럼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
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있어야 원청이 사용자라고 보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2. 근로관계불요설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러나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에 대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이 근로계약관
계가 없어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고 있다. 2010년 3월 25일의 이른바 ‘현
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인 대법원 2007두8881 판결과 대법원 2007두9075 판결은 중노위가 이 사
건에서도 핵심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그 밖에도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도11559 판결은 삼성전자협력업체 수리기사에 대해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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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청으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가가 다투어졌다. 여기서도 위의 ‘현대중공
업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결을 인용하여 근로관계가 없어도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거하여 원청의 사용자
성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원청이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라고 하였다. 그 이유가 하청노동자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서 원청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한 점에서 이 판결
은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충실하게 따른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대법원은 원청
과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와 원청이 명시적·묵시적 근로관계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근로관계불요설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 인적 종속성 보다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독립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적·조직적 종속성 관계가 있는 자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로부터 그에 상응하여 사
용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연기자,23) 학습지교사,24) 카마스터25) 등이 그러한 사례에 속
한다고 한다.26) 이들 사례들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이 있는 자들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였
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들과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인정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노동조
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 자들과 노동력을 제공받는 자들의 2자관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씨제이 대한통운의 이 사건은 대리점주들의 독립성이 인정되면서도 그들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와 원청과의 3자관계에서 택배기사들의 노동조합이 제3자인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가
가 문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이 사건처럼 사용자성이 문제
된 사건은 문제의 본질이 전혀 다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이 아니더라도
근로3권 보호 필요성의 입장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들과 직접적
인 교섭을 할 수 있는가, 어느 범위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교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영역이 있다.27)
그러나 이 문제는 노무제공자와 노무를 매개하는 자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노무를 제공받는 제3
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허용되어야 하는 문제와 상황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근로관계 불요설이 인용하
는 대법원 2015두38092(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건), 대법원 2014두12598(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성 인정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인용할 수 없는 판결들이다.
이와 같이 보면 근로관계불요설이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근거짓기 위해서 인용
하는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본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판결이 유일하다. 따라서 대법원
이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중노위는 그러
한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중노위가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없어
도 하청노동조합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본 ‘현
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그러나 중노위가 생각한 것처럼 여기서도 과연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원청의 사용자적
지위를 단체교섭으로까지 확대적용할 것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을 확대해석하여 부당노동행
위 제도상의 사용자, 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23)
24)
25)
26)

대법원 2015두38092.
대법원 2014두12598, 2014두12604 (병합)
대법원 2019두33712.
근로관계불요설은 그 밖에 대법원 2021다222914 판결도 인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이른바 정수기 판매회사와 용역계약
을 체결하고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앨트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이 다투어진 사건이므로 근로관계불요설 판결로 인용하기 어렵다.
27)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에 있는 자, 청년유니온 등에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3권을 보장한다고 하
더라도 누구와 무엇을 교섭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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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3. 근로관계불요설의 문제점
중노위는 이 사건 원청 대한통운이 하청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약관계가 체결되었
는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였는가를 묻지
않고, 원청 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일부 학설에 따르면 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논거로서 i)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3조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이 위반할 경우의
효력을 정할 뿐이고, 근로계약만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든지,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만을 규정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ii) “단체교섭 및 단체
협약은 근로계약과 일정한 접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런 접점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포섭할 수
밖에 없다. 즉 노조법은 근로계약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협약의 효력도 포섭한다”는 것을 이
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28) 그
러한 예로서 노동조합법 제36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는 아무런 계약상의 관계가 없
어도 단순히 ‘당해 지역에 종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3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다른 근로자와 그 사용
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인정을 위하여 하청노동자와
원청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된다는 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조법 제29조 제1
항과 관련하여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단체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는데도 단체교
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근로계약관계는 단체교섭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29)
그러나 이상과 같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와 관련하여 하청노동자들과의 근로관계불요설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단체협약은 노무제공자의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뿐만 아니라, 노
동조합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채무적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핵심은 근로조건과 근로
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이다. 규범적 부분이 없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아니라, 단순
한 채권법상의 계약에 지나지 않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근로계약의 대상인 근로조건을
교섭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3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청노동자는 제3자에게 단체교섭권이라는 권
리에 기한 ‘요구’가 아니라,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원청
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인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에 대
해서 원청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불요설이 노동조합법 제33조
28) 이승욱, 중노위 판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원하청 관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2021년 단체교섭’, 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한국노동법학회 2021년 가을 공동학술대회, 2021.10.16, 84면 참조.
29) 이승욱, 앞의 글, 84면 참조.
30) 이 사건에서 하청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 중 집화·배송물의 인도·인수시간 단축과 1인 택배기사 당 1주차장 확보와 같은
노무제공환경의 개선을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채무적 부분으로서 원청 대한통운이나 원사업주 집배점주는 단체교섭
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의제들은 원사업주가 교섭에 응하면 타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임의적 교섭사항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의제들이 근로조건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원사업주가 단체교섭의무가 있고,
이것을 원사업주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 제3자인 원청이 단체교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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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계약만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든지,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만을
규정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거는 포인트를 맞추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은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교
섭을 통하여 합의를 한 협약당사자에게만 유효하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선언은
조직화된 근로자 또는 조직화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균등하게 맞추어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 이외에 사용자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여 조직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
여 입법자들이 창설적으로 만든 제도31)로서, 단체협약의 본래 모습과는 다르다.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가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도 단체교섭 구조로 들어와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만 확장되
기 때문에 근로조건 규율체계로서의 근로계약관계를 떠나서는 상정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용자단체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청이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도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논거도 타당하지 않다. 단체교섭 당사자
로서 사용자단체는 사단법인 내지 그와 유사한 사단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단체의 정관을
마련한다. 대개의 경우 이 정관에는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대한 조정 또는 규제권한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면 “구성원인 개별 사용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는 정관규정을 갖고 있는 사용자단체도 있다.32) 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개개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설립하면서 정관을 작성할 때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의
무를 수권(대리권 내지 대표권의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개개사용자가 사용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
에도 단체의 정관에 동의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사용자단체에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수권(대리권 내지 대표권의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3)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구성원인 개개사용자들이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동의의 방식으로 사용자단체에게 수권하였기 때문이다. 사용자단체는 노무제공
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개개사용자와 대리권 내지 대표권 수여를 통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직접적으
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단체교섭권한에 대해 대리권 내지 대표권을 수여받은 사용자단체 단체교섭의 결
과인 단체협약 체결은 다시 개개사용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는 근로계약관계가 없는데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이유로 원청도 근로계약관계가 없는데도 하청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금속산업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정관상 단체교섭권 규정이 있음에도, 매년 산별중앙교섭 개시 전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는 회원사들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교섭을 진행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단체가 단체 소속 사용자의 기업 소속
노동조합과 또는 그 노동조합이 소속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 것은 개개사용자
의 명시적인 단체교섭권의 위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부여(사용자단체 가입)에 따라 이루어
진다. 따라서 사용자단체는 위임계약상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단체교섭 주체
인 사용자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단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개개사
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34)
31) 김형배, 노동법, 2021, 1295면 참조.
32) 예를 들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정관 제3조 참조.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부분은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
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2021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노동사회법센터 공동기념학술대회 자
료집, 91면 이하를 대부분 인용함.
33) 김희성, 앞의 글에서 재인용.
34) 김희성, 앞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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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교섭 대상으로서 근로조건과 근로계약관계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핵심적으로는 단체교섭 상의 사용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 단체교섭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
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노위의 판정처럼 노동3권이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다면 ‘근로조건의 향상’도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취업규칙과 단
체협약도 근로조건 형성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에 의해서 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점에서 근로계약관계없
이도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려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 형성의 메카니즘은 이미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자들을 전제로 하여 기능적으로 이들의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노무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을 주면서 노무제공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근로계약
이다. 물론 근로계약과는 별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지켜야 할 복무질서 등은 근로
계약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편입으로 근거지워진다고 볼 수 있다. 그 편입의
근거는 근로관계라는 노무제공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라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제공이라는 약속을 기본모형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 핵심요소로서 사용
종속관계 내지 지휘명령에의 복종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계약법상 대등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
결하는 노무제공자가 왜 타방의 지시권에 복종하는가? 지시권과 그에 대한 복종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근로계약이 있다. 근로계약은 일종의 종류행위채무를 정하는 계약
으로서, 근로계약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채무의 대강, 즉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
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정하는 것이 통상적
이다. 구체적인 인사와 복무와 취업규칙에 따를 것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관행적
으로 회사의 제반 규정에 따를 것을 사실인 관습으로 하여 노무제공자는 사업장에 편입된 후 지휘명령
권에 복종한다. 말하자면 지시권은 종류행위채무로서 노무제공의 특정행위 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근거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권조차도 근로계약의 속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관계를
벗어난 근로조건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취업규칙과
같은 규정체계도 계약법적 구성을 인정하는 한 구속의 근거로서 사실인 관습이라는 계약법적 요소를 담
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중노위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3권이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다면 근로조건은 근로계약관계
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근로계약관계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노동조합법은 핵심목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
하여 단체교섭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할 수 있는 주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하는데, 그
러한 자의 기본적 출발점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 즉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이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주체이자,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자이
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은 근로계약관계에도 구속력을 갖는다.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
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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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 규정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
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으로서 직률적 효력
규정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관
계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본질적 부분으로서 이것이
없이 채무적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단체협약은 단순한 채권법상의 합의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단체협약
이라고 할 수 없다.35) 그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바로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는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이 아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의 사용자 이외의 제3자는 처음부터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노동조
합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이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
용자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도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인 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규율대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
섭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만일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적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 스스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가 아니라고 한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다. 그만큼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근로조건 향상
이 핵심이며,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법률관계에 있지 않은 자는 단체교섭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IX.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은 통일적인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로서의 사용자 차이
중노위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이고, 따라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이며,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이기 때문에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노동3권을 보유하는 근로자들의 상대방으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
체행동권의 상대방으로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인 범주적 개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청 대한통운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청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체교섭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 상의 사용자와는 다르다는 것, 따라서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원청의 사용자성을 말하였을 뿐
인데, 중노위가 이를 확대하여 원청을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로 왜곡하였는지, 대법원은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가 된다면 동시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였기 때문에 중노위 판정도 그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는 대법원이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일반화하였
는지가 문제될 것이다.
1.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개념의 입법연혁과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35) 김형배, 노동법 2021, 1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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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1953년도와 1963년도의 모습이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당시의
입법상황이나 입법수준을 보았을 때, 입법의 기본모델은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자를 노동력을 이용하려
는 자가 고용하는 2자관계를 토대로 사용자로 상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접고용이나, 직접고용을 피하
고 외부노동력을 활용하는 형태의 제3자적 고용관계 내지 다면적 고용관계의 문제는 입법자로서는 전혀
고려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입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경
제의 세계화와 기업 간 경쟁강화로 인하여 기업들이 외부노동력을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때부터
외부노동력 활용의 한 형태로서 파견근로와 사내하도급에서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사업주나 원청기업
도 사용자로서 관념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지
위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
하고자 하는 입법개정 노력들은 최근의 일들이다. 그리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개
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원도급자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해당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거나 ‘사내
하도급의 도급사업주는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본다’는 입법안들이 이에 속한다.36)
사용자 개념에 대한 이러한 입법사적 연혁을 고려할 때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
념은 전통적인 근로관계의 모델로서 노동력 이용자인 사용자와 노동력 제공자인 근로자 사이의 2자관계
를 기초로 하여 상정·제정된 것으로서 외부노동력 활용의 형태나 간접고용 등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정
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제정 노동조합법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의 사용자 개념은 노동력 제공형태가 간접고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정된
것이다. 그러한 한도에서 현행법상의 사용자 개념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81조의 사용자
개념은 적어도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알지 못한, 노무제공 형태의 발전에 의해서 드러난 법률
의 후발적 흠결(nachträgliche Lücke)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에 사용자 개념의 법률규정이
간접고용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의 ‘개방적’ 흠결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 규정이 지니고 있는 흠결이 간접고용이나 외부노동력 활용에 대해
갖는 법적 의미는 먼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이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개방되어 있어서 어느 특정
한 방향이나 목적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과 그 흠결이 법관의 법형성에 의해서 보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과 중노위의 판단에서 법형성의 방향과 내용은 개방되어 있지만, 방
법론적으로 법형성 한계의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원이나 중노위가 흠결을 보충할 때는 사
용자 개념의 외연을 실질적 지배력으로 확대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패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실패한 입법을 법원 판결이나 중노위가 내용을 그
대로 하여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중노위가 입법자 노릇을 한 결과이고, 노동자보
호의 입법정책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법률초월적 법형성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대법원과 중노위의 차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은 단체교섭이나 단결권 또는 부당노동행위에도 동일하게 사용
36) 2010년 2월 8일 근로기준법 개정발의안,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2009년 5월 11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발의안,
홍희덕의원 대표발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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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통일적 개념인지, 각각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는지, 단결권 침해의 부당
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권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달리 파악될 수 있
는지는 분명히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노위가 핵심적으로 인용하는 2010년 3월 25일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결을 유
심히 살펴보면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일반화하지 않았다. 즉,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
력있는 원청을 하청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권, 단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를 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대상자로서의 사용자라고 한 것뿐이다.37)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가 하청
업체의 폐지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
용자라고 보았다. 처음부터 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합 조
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원청기업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
용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원청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이나 근거로서 대법원이 중점을 둔 것은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
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이 대법원 판결을 일반화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고, 그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가 된다고 한 것이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가 지배·개입
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할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명
제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구제명령을 이
행할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중노위의 명제는 같을 수가 없다. 전자의 대법원 명제는
누가 ‘지배·개입의 사용자인가’만을 판단한 것이지만, 후자의 중노위는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실질
적 지배력을 가진 자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오독하면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법률창설행위적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입법적 노력이 실패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까지 원청에게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논증을 하여야 한다. 판정문에서
보이는 것은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에 의거하여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입법정책
을 관철하려는 것과 다면적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입법정책
적 의지 이외의 것은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의무 이행자로서의 사용자
는 동일하다고 이해하고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사용자는 모두 동일하다고 파
악한다. 과연 이것이 특별행정심판 기관으로서 중노위가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단행한 정당한 법형
37)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의 해당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
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2]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
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
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
입 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
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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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3. 부당노동행위 제도상 사용자 개념의 통일적 파악 여부
부당노동행위 제도상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의무 부담자로서의 사용자는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같
다고 한다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를 한 것이 된다. 다르다면 실질적 지배력이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
지만, 실질적 지배력이 있어도 단체교섭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은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일체의 권리라고 하여도 노동3권의 상대
방으로서의 사용자도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결권 보장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
성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정 부분 사용자나 노무제공 수령자들의 수인의무가 중요하다. 말하자
면 단결권 보장의 의미는 사용자나 노무제공 수령자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
여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실업 중 또는 구직 중의
자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단결권을 행사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거나 활동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없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처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기능과 역할이 항
상 같을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원청은 원사업주 사업폐지를 유도한다든가, 하
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
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단결권 보호의무 주체의 지위를 가져도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별
개의 정당화근거를 요하여 이것이 결여된 경우 단체교섭의무로부터 벗어날 여지가 있다. 노동력을 이용
하는 원청기업은 하청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는 한, 단체교섭의무는 자동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정당화 근거가 필
요하다. 노동3권은 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는, 통일적인 한 묶음의 권리라 하더라도 각
각 개별적 3개의 기본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해서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결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결권 보호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서
사용자의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조화시키는 가운데 사용자의 행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체교섭
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서 사용자의 기본
권을 헌법적으로 조화시키는 가운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파악해야 한다. 말하자면 단결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는 각각 그 주체, 대상, 방법 등과 관련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라는 각각의 개별적 기본권 보장의 의미 내용과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상
이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본문이 ‘사용자’라는 용어를 동일하
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상 기능적으로 각각의 개별적 기본권을 보호하
고자 하는 동조 각 호마다 상이한 범주의 사용자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단결
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두
개별적 기본권 범주의 용량에 따라 언제나 동일한 사용자가 아니라, 각각의 경우마다 달리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2자관계를 기본으로 하
는 법률관계에서는 대개의 경우 두 개별적 기본권의 의미내용과 범주가 동일하여 단결권 침해의 부당노
동행위와 단체교섭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동일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력
이용자와 노동력 공급자 내지 매개자, 노동력 제공자가 별개로 존재하는 간접고용이나 외부노동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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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단결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교섭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에서는 그 주체들이 다를 수
있으며, 간접고용에서의 단결권 보장과 단체교섭권 보장은 각각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간
접고용에서는 기본권 주체로서 제3자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의 입장에서
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청노동자와 하청업체 사이의 단결활동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도 없고 개입해서
도 안 된다. 파견법 제22조 1항 후문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
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도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사업주는 노동력
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단결활동 내지 단결권보호를 위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를 금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노동력을 이용하는 원청기업은 하청노동자들의 단결활동에 대해서 관대해야 하
고 이를 용인해야 하며, 원청기업과의 관계에서 단결권의 내용은 넓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
면 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과 그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나 거래관계 내지 위험부담관계를
갖지 않는 원청기업으로서는 하청노동자들의 하청업체에 대한 단결활동에 대해서 ‘남의 일’이므로 이에
대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하청노동자의 단
결권 보장을 위해 원청기업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일응 수긍되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하청노동조합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따라서 원청기업이 단체교섭
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문제는 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과는 문제의 차원이
다르다. 단결권 보장은 어느 면에서는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수인 내지 용인의무, 또는
적극적 단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의미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결활동에 대해서 방임이
나 근로자들의 단결권 행사에 대해 협조를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의미에서 단결권은 대사용자관계에
서 자유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청노동자의 단결권은 원래부터 하청기업을 대향
하고 있는 것이고, 원청기업은 제3자로서의 관련성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제3자로서 원청기업은
하청노동자의 단결활동에 대해서 수인과 용인, 방임의 범주에 머물러야 하고, 그 이상의 행위를 하는
한 제3자로서 단결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원래는 하청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하청업체 내지 이들의 사용자단체이고, 원청기업은 이 단체
교섭 구조에서 비켜서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구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 하청노동자들의 단결권 보호는 원청의 수인의무 등의 소극적 의미를
갖고서 그 자체로서 정당화된다. 그러나 제3자로서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구조로 들어가
기 위해서 정당성 근거가 필요한 이유는 하청노동조합이 제3자인 원청기업에게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
건 등의 향상으로 표출되는 ‘재화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인이 제3자에게 재화의 이
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화근거가 필요하다는 법치국가의 한 표현이기도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청기업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단결권 보호가 ‘남의 일’에 대한 수인 내지 방임을 의미하므로 원청기
업은 하청 근로자들에게 가능한 한 넓은 의미의 단결권을 용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은 본
질적으로 노무제공과 그 댓가로서 임금을 서로 교환하는 재화시장의 원칙을 축으로 하고 근로자들의 구
조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적 자치를 허용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단체교섭은 따라서 교섭당사자 사이의 ‘재화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청 기
업과 그의 근로자의 단체교섭 구조에 비켜 서 있는 원청기업에게 ‘재화의 이동’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화의 근거가 필요하다.
4. 원청기업의 단체교섭 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정당화 논거와 단체교섭 상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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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청기업의 단체교섭 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정당화 논거
원사업주 이외의 자에게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로서는 먼저
법률의 규정, 당사자인 원청기업의 자발적 동의, 이 사건에서 중노위가 취한 바와 같이 원청기업이 하
청노동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논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하청노동자를 원청기업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법, 하청 노동력 제공관계를 파견으로 보아
원청을 사용사업주로서 단체교섭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았다.
먼저 법률규정에 의해서 원청기업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은 - 위헌의
문제를 통과하는 한 - 입법자의 결단 영역이지만, 현재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안만 안출었다
가 법제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당사자인 원청기업의 자발적 동의는 원청기업이 수많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표준화하여
일거에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인사노무관리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교섭구조로 진입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 자발적 동의는 제3자인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조합 단체교섭 구조로 편입됨으로써 재화의 이동이라는 권리침해를 스스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일종
의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구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이동에 대해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원청기업의 주관적 의사로서
의 자발적 동의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정당화 근거이다. 이 자발적 동의는 원청기업의 기
본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의 하나가 된다. 제3자의 이러한 자발적 동의의 의사표시는 각각의 기본
권으로 보호된 자유권의 행사이며, 자발적 동의가 없음에도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거나 재화이동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양상을 띤다. 정당화사유의 제시없이 객관
적 기준에 의해서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원청
기업의 기본권, 하청노동자의 기본권, 노동력 중개자인 하청기업의 기본권 사이에 비례의 원칙을 준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
협약자율을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체교섭권을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 이해한다면 노
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라고 이해를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 물론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 협약자치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협약 질서 하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율적 노동조건 거래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단체협약 체
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다른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단결권 침해, 단체행동권의 침해 등의 사유로 노동3권 보장 질서가 기능을 하
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체교섭 제도와는 그
취지와 목적 및 기능이 다르다. 또한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때 핵심적인 것은 근로조건
을 상호 교환한다는 점이고, 근로조건은 노무제공과 그에 대한 댓가를 상호 교환한다는 점에서 재화의
이동을 의미한다. 재화 이동의 수단과 방법은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모습들
은 다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들과 다르며, 그런 점에서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재화이동의 이유, 재화이동의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사실적 현상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점에서 단체교섭권 침해의 부당노동행위는 다른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와 다르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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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은 단
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명확하게 구별한다.38) 이 하급심 법
원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와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노동조합법상의 사
용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따라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위와 같이 어느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아도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가 책임
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가 하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노
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상대화하
여 각각의 입법취지와 규율방식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
건’에서 하급심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구별하며,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청 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
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청업체가 제3자로서 사내 하
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단체교섭제도 안에서의 개별 근로계약관계가 갖는 의미, 단체교섭제
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
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단체교섭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 주체이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노
동조합과 상대방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 등의 불이익과 노동조합 활동을 일방적
으로 방해하면 성립하는 부당노동행위와는 달라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를 단체교섭 당사자로
서의 사용자와 동일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단체교섭 제도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연동
되어 기능하기 때문에 두 제도에서 사용자 개념을 달리 파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체제 내의 정합성을
파괴한다’고 보는 견해39)는 타당하지 않다. 누가 단체교섭을 하고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 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가를 찾는 문제와 단체교섭을 둘러 싼 주위환경(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단체행동을 이
유로 한 불이익, 지배와 개입 등) 내지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의 파괴자를 찾는 문제는 분명히 다르다.
단체교섭의 주목적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하고 변경하는 것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 보장 질
서 파괴자를 찾아 원상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주체자로
서 사용자는 구별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동자

38) 울산지방법원 2018,4.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그 침해를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관점에서 노동3권에 대한 침해행위는 반드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
자에 의해서만 발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배·개입행위라는 사실행위로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단체교섭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
변경할 수 있는 기능과 가능성을 본질로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이중적으로 규율하
고 있는데, 전자는 단체교섭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
거나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제도 속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위 각 제도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9) 이승욱, 앞의 글,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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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
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을 뿐인데,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노동조합법상의 사
용자로 일반화하여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로 본 잘못이 있다.
X. 파견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프레임으로서 실질적 지배력 기준의 문제점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보았는지, 따라서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를 예
단하여 하청노동조합의 일부 교섭요구 의제에 대해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의무가 있고,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은 ‘현대
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
적 지배력설을 원용하였는데도,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특유한 독자적 개
념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노위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근거지우기 위하여 끌어들인 실질적 지배력설이 타당한 것인지, 이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원청이 해
당 의제에 대해 실질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실질적 지배력설의 연원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부에 있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
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지위
가 인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의 조일(朝日)방송 사건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40)에 기
인한다. 이 조일방송 사건에서 수급인 회사들은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조일방송에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프로그램 제작업무에 종사케 하면서 작업내용과 파견인원을 기초로 일정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보수
를 받고 있었다. 조일방송의 프로그램업무에 파견되는 근로자들은 거의 동일인으로서 영상촬영, 조명,
필름촬영, 음향효과 등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조일방송이 작성·교부한 대본과 제작진행표에 따른
작업내용과 순서를 지키며, 조일방송이 대여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면서 조일방송의 작업질서의 틀 속에
서 조일방송 자체의 종업원과 함께 프로그램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작업시간 등을 마음대로 결정 또
는 변경할 수 없었다. 업무수행은 구체적으로 조일방송의 근로자인 PD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PD는 작업시간대를 변경하거나 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판단 하
에 수급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이를 지시하였다. 어느 작업 단계에서 휴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작업의 진정상황에 따라 PD가 결정하였다. 수급인 회사들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조일방송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조일방송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
라는 이유로 교섭사항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교섭할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거부
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우리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내린 판결문과 동
40) 日本 最高裁 平成 7(1995) 2,28, 勞働判例 668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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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법리를 전개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고용주를 말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법의 사용자 정의조항이 단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사용자)라 하더
라도 고용주로부터 근로자의 파견을 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케 하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관해서 고용주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동등시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는 지
위에 있는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 그 사업주(사용자)도 동 규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서
고용주와 동등시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
는 다시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취한 사실관계 인정 태도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취한 것과 다르지 않다.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
급회사의 근로자들이 조일방송의 작업질서의 틀 속에 편입되어, 조일방송의 종업원과 함께 일체적으로
프로그램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작업진행에 있어서 작업시간대의 변경, 작업시간의 연장, 휴식 등은
모두 조일방송의 근로자인 PD의 지휘감독 하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결정 등이 모두 조일방송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므로 외부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동력을 매개하는 수급인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
정을 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내세운 사실도 거의 동일한 구조이다. 즉, 원청
기업이 작업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였다는 사실, 개별도급 계약을 통하여 작업일시,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원청기업이 작업시간과 작업일정을 관
리·통제하였다는 사실, 원청기업의 작업질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해서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기업 공정관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는 사실들은 조일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조일방송의 근로자인 PD의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제공을 하고 있는 사실과 그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41)
그러나 일본의 조일방송 사건이나 우리의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질적
지배력’은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청노동자의 기본적
인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기업이 구체적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
는 지위에 있었는지를 검토·확인해야 하는 것이고,42) 다른 하나는 이들 판례가 내세우는 기준의 논증적
가치이다. 먼저 전자의 각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판단요소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43)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때그때마다 지배·결정할 수 있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제한없이 사용자 개념이 확장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불안정성
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원청의 입장에서는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41) 그러나 이정, ‘사내하도급 실태와 국가경쟁력 제고’ 정책토론회(2010.10.21), 토론문 3면은 조일방송 사건의 경우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원청회사가 제작 작업에서부터 근무시간·장소·내용에 이르기까지 하청업체 근로자들
의 작업을 지시·감독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주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의
실태는 조일방송 사건과는 그 실태가 상당부분 거리가 있어 조일방송 사건 판례법리를 현대중공업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42) 씨제이 대한통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원청이 하청노동조합이 요구한 6개의 교섭요구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가의 여부는 지면관계상, 너무 디테일한 문제를 다룬다는 문제점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
다.
43) 같은 의미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박종희, 비정규·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단체권 행사에 관한 법리 연
구, 노동부정책연구보고서, 2005, 6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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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신들이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
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근로자들
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마도 원청은 자신들이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노조법상 사용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중노위가 말
한 것처럼 원청이 부분사용자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해당 의제에 대해서 실질적 지
배력이 있는지는 더욱 알지 못하게 된다. 원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지시권을 행사하면서도 대법원 판결
처럼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원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원청이 자신이 사용자라는 사법적 판단
을 받은 이후에 인사와 노무관리를 총체적으로 시정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사법판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자신
이 여전히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것은 그 논증가치에 있어서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
실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서 이러한 실질적 지배결정의 요소들이 충족되
었는지는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실적 판단을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
실관계의 법적 판단에서는 법관이 원청기업의 지배력이나 지배·결정력이라는 사회학적 판단을 기초로
사회적 의미맥락을 주입시키는 방편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와
노동조합법 제81조라는 법률규정에 명시적으로 사용된 ‘사용자’라는 개념의 범주 상,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 구제명령 수범자의 지위 상 사용자 개념의 외연을 넘나드는 불확정한 판단기준을 사용하여 원청의
책임을 명료한 판단기준없이 확대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가 단체교섭의 당
사자가 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회학적 개념보다는 법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야 한다.
또한 원청은 자신의 사업장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출퇴근 관리,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한 일의 처리와
완성을 위하여 조직관리상의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 내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배결정력을 갖는다고 해도 이는 회사의 생산계획의 제공 및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의 결정 등 작업장 관리와 통제를 위한 조직상의 지시권 행사로서 도급계약 상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회사가 도급업무의 수행스케쥴과 도급업무 수행방법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도급목적의 지시권 행
사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1995년도 일본의 조일방송 사건에서
사용한 ‘실질적 지배력’의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가
라는 사실관계의 법적 판단의 문제로 귀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결과하는 것은 법적 불안정성이지만,
일본의 판례들은 조일방송 사건 이후 이 사건 판결을 일반적으로는 승인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는 중
층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실제의 당해 사건에서 지배력이나 지배결정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닌, 노동력 이용자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다루고 있다.44)
2. 실질적 지배력설의 근본적 문제점
44) 일본에서 실질적 지배력설의 발전에 관해서는 김영문·이상윤·이정,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원하청관계, 법문사, 2012, 276면
이하;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법문사, 2010, 276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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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원청의 단체교섭
을 근거지우는 일본의 조일방송 사건이 우리나라에 구체적으로 도입되어 실무상 주장된 것은 ‘항운노조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외부노동력을 공급 내지 매개하는 자가 독립성과 독자성이 있는 사업주가 아
니라, 항만사업장에서와 같이 (항운)노동조합인 경우에 노동조합의 지시를 받아 화주나 냉동창고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 외부노동력을 활용하는 자들이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
러나 대법원은 냉동창고주와 항운노동조합 소속 하역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고 그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45) 이에 대하여 일부 유력한 학설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제가 된
조일방송 사건 판례를 토대로 하여 항운노조의 조합원에 대하여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화주나 냉동
창고주는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단체
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취지에 부
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을 공급받아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
는 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46)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배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단체교섭의 상대방
이 되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47) 그러나 일본의
실질적 지배력설을 무비판적으로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1) 파견의 프레임을 이 사건 원하청관계에 적용할 수 없다
일본의 조일방송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조일
방송국 측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었다. 그러나 조일방송 사건 당시 일본에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다. 그런데 조일방송국을 대표하여 PD가 그 사건 노무제공자들에게 분명
하게 지휘명령을 하고 있었고, 또한 노무제공자들이 방송제작에 편입되었었다. 파견법이 없던 시절에
일본 최고법원은 조일방송국을 오늘날 파견법의 의미에서 노무제공자들(파견근로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사업주로 위치시키고, 그의 지휘명령권 하에 들어오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노무제공자들(파견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형성을 행한 것이 실질적 지배력설이다. 말
하자면 파견법이 없던 시절에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조일방송국과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들에게 조일방송국이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 즉 지휘명령과 편입 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실질적 지배력설의 실체이다.48) 그러므로 실질적 지배력설은 파견관계의 프레임
45)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아 활용하는 자와 하역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
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이나 임금채권 우선변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7.9.5., 선고 97누3644;
대법원 1996.6.11., 선고 대법원 1996.3.8., 선고 94누15639;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대법원 1998.1.20., 선
고 96다56313;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2147;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949.
46) 일본의 조일방송사건은 파견근로관계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휘명령권 하에 들어오는 근로조건, 즉 근
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방식,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근로조건 전반, 특히
임금 등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판결을 지나치게 확
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47) 김형배, 노동법 제20판, 2011, 1040면 참조.
48)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근로계약관계에 유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원청으로 확대하는 경우는 주로 원청
이 하청기업의 하청노동자를 원청사업장에 받아들여 업무에 종사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질적 지배력 때문에 원청
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원청기업의 사업장 작업질서에 하청노동자들이 편입
되어 원청 근로자와 공동으로 작업에 종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작업 일시·시간·장소·내용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원청이 결정
하고 있는 사실관계에서 원청이 단체교섭을 해야 할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菅野和夫(이정 역), 일본노동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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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이 파견 프레임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노무제공을 하는 화주 내지
냉동창고주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다.49) 이 사건에 대하여
일부 학설은 항운노조를 파견사업주로 전제하고 화주나 냉동창고주를 사용사업주로 위치시켜, 이들이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원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일방송 사건에 대한 일본 최고법원의 파견 프
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항운노조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며, 항운노
조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작업반장의 진두지휘 하에서 하역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화주나 냉동창고주도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용사업주도 아니기 때문에 파견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을 적용할 수 없
다. 이러한 이유에서 ‘항운노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운노조 조합원들과 화주 또는 냉동창고주 사이에
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화주 또는 냉동창고주는 단체교섭의무가 없다고 한 것
이다. 또한 조일방송 사건에서는 오늘날 파견의 프레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사업장에서의 노무제
공 관련한 근로조건, 즉 근무시간의 배정, 노무제공의 방식, 작업환경 등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
다는 것이지, 근로조건 전반, 특히 임금 등에 대해서도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
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조일방송국 측이 문제가 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위 –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의 지위 - 에 있다고 한 것이 아니다. 조일방송이 부분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50)
그러나 이렇게 파견법이 없던 시절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법형성으로 제작하고 우리 일부 학설이 항운
노조 사건에서 주장한 파견 프레임으로서 실질적 지배력설을 원하청관계에 적용한 것이 2010년 3월 25
일의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다. 엄밀하게 보면 원하청관계에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씨제이 대한통운 원하청관계는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
건’처럼 도급과 고용으로 연계된 사건도 아니고, 전형적으로 도급과 도급, 원청과 하청의 도급과 하청과
자영인으로서 하청노동자로 연계된 사건이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휘명령과 편입이 분명
하게 존재하는 파견의 프레임을 적용할 수는 없다. 중노위가 일부 의제에 대해서 부분사용자로서 원청
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원하청관계에 파견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파견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따라서 지휘명령과 편입이 핵심적 기준이 되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판단기준으로 삼은 조일방송 사건을 진정도급관계가 중심이 되는 원하청관계에도 그대로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조일방송 사건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온전한

문사, 2015, 783면 참조. 일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경우는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급받
아 온 하청기업이 원청에 의한 단가의 현저한 저하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대
하여 고용확보 등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실질적 지배력설을 따를 때 이 경우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취업의 제조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근로자의 고용 그 자체(채용, 배치,
고용종료 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를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원 판례에서에서는 현실적이
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부정되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菅野和夫(이정 역), 앞의 책, 784면, 각
주 16 참조.
49) 이에 관해서는 김형배, 항운노동조합의 단체협약능력에 관한 연구(상), 판례월보 제299호, 1995.8, 27면, 35면 이하 참조.
50) 일본의 조일방송 사건은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을 받은 경우 실질적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지배·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하며, 國·中勞委(學校法人國際基督敎大學)事件(東京
地判 2019.12.16., 勞働判例 1227号 82頁)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채용, 배치, 고용의 종료 등까지 확대
되는지의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범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만,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단체교섭의무 범위문제이었다.
항소심(東京高判 2020.6.10., LEX/DB25567028)은 고용문제 그 자체와 관련된 일련의 고용관리 전반에 대해 실질적 지배
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고용주와 부분적이라고 하여도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취급하면 된다고 보아 부분사용자를 인정하였지만(이상은 이승욱, 앞의 글, 89면 이하에서 재인용), 그
법률관계의 기초는 파견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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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고 부분사용자로 보는 것도 파견의 프레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노동력을 이용하는 제3자의 지휘명령 하에 들어오는 노무제공자가 통상의 근로자처럼
사용자에게 일신전속적이고, 전체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노위 생각대로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원청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부의 노동조건에
대한 부분적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조건 전체에 대한 사용자로서 포괄적으로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왜 부분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지 해
명을 해야 하는데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 이외의 설득력있는 논거를 대지 못한다. 택배기사의 핵심적
인 근로조건이라면 임금 내지 보수일 것이고, 이것은 수수료율이 결정적이고, 그 지배·결정은 원청일 것
인데, 왜 이 핵심적인 근로조건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고, 일부 교섭의제에 대해서만 교섭을 해야 할
정도로 원청이 부분사용자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은 원청을 사용사업주로 보아 파견의 프레임을 뒤집
어 씌운 것으로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파견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분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
의 노무제공을 위한 근로조건은 노무제공관련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와 같은 노동조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노무제공자가 노동을 통하여 창출한 성과에 대한 보상으
로서의 댓가, 즉 노동력제공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력을 매개하는 자와
노동력이용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지고, 노동력을 매개하는 자가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도
급대금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청업체 내지 수급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런데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핵심적인 노동조건으로서 수수료율
일 터인데, 이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 그런데 왜 교섭을 못한다고 해야
하는가? 그것은 간단히 말하여 원하청의 노무제공관계를 파견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실질적 지배력
은 원청을 사용사업주로 만드는데 있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이고 기교적으로 창출한 기준
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지배영역에 들어와 노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만 부분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은 파견 프레임의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
는 화주, 냉동창고주, 대한통운 등의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면
하청노동자나 항운노조 조합원은 지휘명령 하에 노무를 제공할 것이므로 그 노동조건의 한도에서만 단
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질적 지배력설이 부분사용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노무제공자에게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근로시간이나 휴게와
같이 노무제공과 관련한 노동조건에 대해서만 실질적 지배력을 갖기 때문이다. 파견관계의 프레임이 적
용된 당연한 결과이다.
파견의 프레임을 적용하는 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의 본질상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된다. 그러나 씨제이 대한통운 사건처럼 원하청관계에서는 그러한 지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청에게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을 적용하여 단체교섭의
무를 부과할 수 없다. 중노위 결정과 같이 원청기업을 파견의 사용사업자와 동일시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용의 대상을 혼동한 것으로서 파견의 프레임을 원하청관계에 잘못 적용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하청노동자는 자영인으로서 – 서브터미널에서 집화·배송 물량을 상·하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원청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청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원청 사업장에 편입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파견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 위수탁계약관계를, 하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도 위수탁계약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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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은 전형적이고 진정한 도급관계가 맺어진 사례이다. 그 점에서 이 사건은 원청과 하청 사이에 도급계
약을, 하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같은 사내하도급
과도 다르다. 사내하도급의 경우는 종종 하청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이 원청에서 노무를 제공함
에 따라 원청이 지휘명령을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 편입되어 파견인지 도급인지가 문제된
다. 말하자면 불법파견이 문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것이 문제되지 않는 진정한 도급
관계이다. 그런데 도급과 고용으로 연결된 사내하도급 보다 더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의 지휘명령과 편입
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진정 도급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타
당하지 않다. 중노위는 이 사건이 파견관계라는 예단, 즉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보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한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 실질적 지배력설이라는 파견법의 프레
임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원청 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해당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을 행사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파견관계의 성립에서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에게 지휘명령을 행사하였는가가 핵심이고, 이것이 도급과 파견 구별기준이 된다. 중노위는 실제로는
파견관계의 핵심요소로서 지휘명령권 여부와 편입을 검토하였으면서도, 지휘명령과 편입을 실질적 지배
력으로 둔갑하여 판단하였다. 이미 이 사건 진정 도급관계에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과 지휘
명령과 편입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중노위의 판단기준에 따른다면
이 사건은 지휘명령과 편입,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어, 원청과 하청노동자 사이에는 파견관계가 성립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진심일지도 모른다. 그와 같이 된다면 원청은 파견업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파견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성립하고,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원청은 직접
고용의무가 성립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노동조합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도 모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노위는 일부의 의제에 대해서만 원청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으며, 위와 같은 법리가 전체 원하청관계에 일반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 판정의 법리는 이 사건에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강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 파견 프레임 적용의 결과
실질적 지배력설은 파견 프레임이기 때문에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과
편입되었는가가 중심적 판단기준이다. 중노위는 원청 대한통운이 노동조건과 시설관리권 등에 대해 실
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원청 대한통운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원청 사업장
에 편입되었다고 본다. 특히 집화와 배송 등의 작업과정이 운수대통이나 엔플러스와 같은 앱을 통해 지
시되고 감독되고 있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을 지휘·명령한다고 보았다.
중노위가 강조하는 실질적 지배력은 하청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지휘명령에 대한 복종과 편입을 이유
로 한다. 중노위가 판정문에서 들고 있는 물류 운송사업체계에 편입, 처분권과 시설관리권 등은 지휘명
령권의 전형적인 근거들이다. 그렇다면 중노위가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을 적용한 이 사건은
조일방송 사건처럼 파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청인 대한통운은 사용사업주가 되어 부분
적인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넘어서게 된다. 중노위는 이 사건의 법률관계가 사내하도급에 유사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하고 있고, 지휘명령을 행사하고 있다
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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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위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파견이고,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원청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것은 원하청관계에 파견의 프레임을 적용한 당
연한 결과일 것이다. 아마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요구를 넘어서 언젠가는 원청 대한통운에 대해서 근
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보인다. 원하청관계에 파견 프레임을 적용한 당연한 결과이고,
이 사건 단체교섭 소송은 향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일 수도 있다.
3) 재화시장 교란과 계약 위기
중노위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이지만, 독립사업주이자 자영
인이다. 또한 택배기사는 중노위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사내하도급에 유사한 관계에 있다.51) 그러나 엄
밀하게 보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영인으로서 택배기사와 대리점주는 위수탁계약관계, 대한통운과
대리점주도 위수탁계약관계에 있다. 그 점에서 하청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업장으로 투입되는
사내하도급과도 다르다. 원청 대한통운은 대리점주를 통하여 택배기사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지만, 대한
통운과 택배기사들은 근로관계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위수탁관계로 3당사자가 묶여
있다. 이러한 법률관계 하에서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의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3자
의 법률관계는 진정 도급관계에 있다. 특히 택배기사들과 대한통운은 노동력이용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
으로 하는 재화시장의 행동자들이다. 또한 대한통운과 대리점주도 위수탁계약관계라는 재화시장의 행동
자들이다. 이 두 당사자는 독립된 사업주로서 물건의 집화와 배송에 참여하고 있고, 원청회사가 하청노
동자의 작업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을 하였다고 해서 –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아닌 이상 - 원하청
기업 모두 각각의 독립된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 사업주의 근로자를 타방 사
업주의 근로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청기업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결과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도급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 도급계약 해지 자체만으로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
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원하청 관계는 재화시장에서의 계약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은 재화시장에서의 진정 도급관계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재화시장에서의
계약관계는 하청노동자들의 하청에 대한 파업의 경우에도 유지된다. 하청기업에서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을 하는 경우 제3자로서 원청은 파업으로부터 오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으로부터 나오는 제3자의 손해위험 감수 결과이다. 그러나 제3자인 원청이 근로3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원청은 근로3권 행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거
나 위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책임과 위험의 적정한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타당
하다. 말하자면 제3자인 원청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자인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여 그 손해발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책임과 위험의 등가성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물론 파견법 제22조는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파견관계의 프레임으로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에 대해 지휘명령을 한다는 특성으로부터 이해가 되지만, 진정도급의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
다. 만일 원하청의 위수탁계약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단절 내지 종료하기로 의사합치한 경우에도 부당노
51) 물론 이러한 중노위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도급과 고용으로 연결된 사내하도급과 도급과 도급으로 연결된 이 사건 원하
청관계는 진정 도급관계로서 양자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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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위 구제명령에 의해 계약관계의 존속을 명한다면 이는 일종의 계약강제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집을 지으러 다니는 수급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에게 무
한정 기다리며 계약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건축주에게 도급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근로자들의 근로3권 행사를 용인하고 감내하라는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하청관계가 진정한 도급관계라면 노동력이용 서비스를 위한 재화시장의 원
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 원하청관계가 진정한 도급이라면 재화시장의 원리가 존중
되어야 하며, 무분별하게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사실적 판단기준으로 재화시장의 원리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지배력으로 재화시장의 거래질서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파괴한다면 모든 계약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화시장에서의 서비스의 일종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된 서비스가 제3
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이 재화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관계에 노동보호의 원리를 적용하는 한,
재화시장에서 노동력서비스 제공 계약은 붕괴될 것이다.
무엇보다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는 위수탁계약의 유명무실화이
다. 하청노동자가 진정 도급기업인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면, 원청과 하청 기업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이 원청과 하청노동조합의 단
체교섭에 의하여 변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노위는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가 노무를 수령하는 대한통운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
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청은 중노위 스스로도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분사용자로서
실질적 지배·결정 하에 있는 일부 노동조건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 하에 있는 노
동조건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사건에서 택배기사들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으로서 보수는 원청과 하청이 정한 수수료율과 급지수수료율 및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체결
한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렇다면 택배기사들의 보수에 대해서 하청노동조합은 원청을 상대
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이 보수결정은 원하청 사이의 위수탁계약과 대리점주와 하청
노동자들의 위수탁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노위 결정에 따른다면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
배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더 포괄적인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 하에서의 보수도 택배기사들이 대등하게
원청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이미 실질적 지배력의 의미는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 하에서의 노동조건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실질적 지배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
러나 중노위가 말하는 ‘택배기사가 노무를 수령하는 대한통운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
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를 인정한 결과로서
우선적으로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 법리가 제3자로서 원청인 대한통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보호 법리가 진정한 도급관계가 성
립하는 재화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과 당사자 동의 등의 정당화 사유로서 법적으로 의미있는 장
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은 그러한 장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든
가,52)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서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판단을 하라
고 한다.53) 이러한 판결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을 보고 근로자성이나 파견과
52)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12604(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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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구별을 판단하라고 한 것이지, 계약의 실제 내용과 형식이 일치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판
단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청 대한통운과 하청 대리점주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도 계약내용대로 수행을 하였다. 진정한 도급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실질적 지배력설’로 진정한 도급계약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즉 완전한 재화시장의 계약을 무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다. 중노위가 명료한 논증으로써 이 점에서 성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4) 선택적 단체교섭 요구의 문제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에서 하청노동조합은 6가지 의제를 선별하여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는 점이다. 중노위는 이 선택된 의제에 대해서만 대한통운이 단독으로 또는 대리점주와 중첩적으로 단
체교섭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청노동조합은 이미 이 사건 이전에 택배기사들에게 핵심적인 임
금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면 중노위 판정대로 할 때 하청노동조
합의 요구사항별로 또는 건별로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종전처럼 임금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하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중노위의
판단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각각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 중노위는 실질적 지배력을 일반화하여 노동조합법상의 사용
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파견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을 노
동조합법상의 사용자성 판단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중노위에 ‘법률초월적(contra legem) 법형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에서 택배기사들의 보수는 원청 대한통운이 정한 수수료율이나 급지수수료율에, 대리점주를 위
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집화와 배송한 물량에 따라 정하여진다. 물량은 그때그때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
문에 택배기사의 보수 산정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수수료율은 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
체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면 원청 대한통운에 대해서 하청노동조합은 수수료율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고, 교섭이 타결되어 수수료율이 변동한다면 이미 대리점주와 대한통운이 위수탁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은 무의미하게 되고, 대리점주와 택배기사들이 체결한, 대리점주를 위한 수수료 공제의
위수탁계약도 무의미하게 된다. 하청노동조합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인정이 당사자 간 계약의 근본을
흔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핵심적 근로조건인 보수 또는 수수료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원청은
파견관계로 인정되고 불법파견으로 연계되어 직접 고용의무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
게 진정 도급계약을 완전히 파괴할 소지가 있는 실질적 지배력설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5)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진정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의 처벌
중노위는 원청 대한통운이 대리점주와 택배기사의 3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외부노동력 이용을 진정
도급관계(위수탁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대한통운과 택배기사들이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와 교섭요구 사실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았다.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파견관계의 프레임인 실질적 지배력으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노동력 이용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일본은 이 실질적 지배력설을 취하는 이유가 우리와는
53) 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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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일본 노동조합법은 우리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와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
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두어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고, 이 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부당동행위
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 달성
을 위하여 법원은 실질적 지배력설을 끌어들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법형성을 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이와 같이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정의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제도에서
실질적 지배력설로 비교적 법형성 한계의 부담없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가 노동형벌로써 처벌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사용자 개념을 확대적
용할 수 없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사실관계의 판단이고, 법원이나 중노위에 의해서 비로소 확
정될 것이기 때문에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제3자는 하청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들에
게 무엇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 불안하고 불명확한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노동형
법은 특별형법이기는 하지만, 그 위반 시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단체교섭 거
부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노동조합법 제90조)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
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명령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된 구제명령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조합법 제89조) 이
러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중노위가 해석에 의해, 그리고 입법자 수준의 법
률초월적 법형성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실질적 지배력설에 의거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지도 않은 원청
에게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이미 죄형법주의, 법
률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54) 또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3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기본권
충돌시 조화롭고 비례적인 해결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지배·개입 행위
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도 위와 같은 특별규정이 필요
하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 행위의 주체인
사업주에 원청인 제3자를 포함하는 것은 단결권 보호의 관점에서 유추를 가능하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여지는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를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원청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
벌은 유추금지라는 죄형법정주의로 대표되는 형사법의 근본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비로소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하청노동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도 않은 제3자로서의 원청으로 형사처벌을 확
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아무리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하여도, 그를 위한 방법과 수단이 동시에 헌법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정도의 것인지, 아
니면 중노위와 같은 특별행정기관이 감행해서는 안 되는 입법자의 임무인지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중노
위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XI. 결론

54) 같은 취지로 ‘현대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로서 류문호·안성호·양량해·황태
윤, 원청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2013, 76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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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언급한 바를 테제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이하 ‘원청’이라 한다)가 하청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의무
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중
앙노동위원회 스스로 내린 결정에 반하여 월권적 판단을 하였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청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논거로서 노동3권의
헌법적 의미와 직접적 규범력을 들고 있지만, 이 논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타당한 것으로서 국가가 사
용자인 경우에 타당한 것이고, 사인 간에는 사인들의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노동3권만을 관
철시킬 수 없고, 외부노동력이용에 참가한 원청, 하청, 하청노동자들 기본권 충돌 시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는 노동3권만으로 근거지워질 수 없다.
3. 택배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자영인이다. 그럼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
정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대리점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청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서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을 허용하면 택배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원칙은 무너진
다.
4. 대법원이 노동3권 보장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자들에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당연히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제3자로서 원청도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은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인정된
다고 보아야 하며, 단체행동도 단체교섭이 결렬될 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단체교섭질서 체계의 하
나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관계 불
요설에 입각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단체교섭 질서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 특히 2010년도의 현
대중공업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를 찾기 위해 실질적 지배
력설을 원용하였던 것인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단체교섭 사건에 적용하여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단
체교섭제도가 각각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대법원 판결을 잘못 적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단체교섭은 상대방에게 재화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인데, 정당화 사유로서 법률규정과 당사자의 동의없
이 사회학적 사실로서의 논증가치 밖에 없는 실질적 지배력설을 잘못 적용하였다.
6. 원청이 하청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면 단체교섭권이라는
권리‘요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청에게 그 해결을 협의하고 ‘요청’하는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
다. 자영인들이 정부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이익대변을 하는 구조가 화물연대이고, 택배기사들
도 이와 같은 방식의 사회적 대화구조를 통한 집단적 이익대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7.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로 보는 것은 입법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서 중앙
노동위원회는 위법한 법률초월적 법형성을 하였다. 또한 실질적 지배력은 법적 논증 가치가 없는 사실
적 기준이고,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적 결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판단이 되는데, 원청도 하청노동조합도 처음부터 무엇이 근로조건이고 무엇이 실질적 지
배하에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노동조합은 모든 사항을 교섭요구할 것이고, 원청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섭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가져오는 실질적 지배력설
에 따라 원청에게 단채교섭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8.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의 조일방송 사건에 의거하는 바, 이 사건은 파견의 프레임을 적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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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그 결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관계를 근거지우는 지휘명령의 요소를 중요한 판단기준로 보아 노동
력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사업주로 하여 그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부분사용자를 인
정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과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대한통운과 하청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자영인관계에 있어서 지휘명령관계가 있고 그 근원이 실질적 지배력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파견 →불법파견→직접고용으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귀결할 것인데, 이것은 법적인 판단이 아
니라 노동조합의 전략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한 노동조합의 전략에 따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 지배력의 실체가 파견의 프레임인 점에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정한 도급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파견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한을 인정하기 위해
서 인정되는 실질적 지배력을 진정한 도급관계에 적용한다면 재화시장의 거래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특히 계약의 위기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특히 외부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노동력을 중개·매개
하는 자와의 위수탁계약과 노동력의 중개·매개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와의 도급계약 또는 위수탁계
약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9. 원하청관계에 실질적 지배력을 적용하게 되면 하청노동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진정 도급
관계에 있는 원청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형사처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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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단체교섭의무 관련 분쟁 및 법적 쟁점
김 상 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서론: 도급관계에서 단체교섭 문제

현대 사회에서 어느 산업분야든 한 기업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다른 기업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사내도급, 위·수탁, 외주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
는 이른바 원·하청관계 또는 도급인·수급인 관계1)에서 오래 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다.
이런 관계에서 그 동안 (1) 수급인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문
제, (2) 수급인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등이 많이 문제되었고,
현재에도 관련 분쟁이 많다. 위 문제들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최
근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문제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3) 수급인 노동조합 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부당노동
행위, (4)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가능성, (5)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도급인의 단체교섭 의무, (6) 수급인에서의 쟁의행위 발생 시 도급인의 업무수행과 대
체근로 여부 등의 이슈를 들 수 있다.
이중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가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도급인의 단체교
섭 의무’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
법”)에서 그 대부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조합·단체교섭·단체협약·쟁의행위와
그 조정에 관한 각 제도는 협약자치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협약자치
는 단체교섭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하게 된다. 단체교섭 의무의 주체 문제는 노동조합
법의 전면 적용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2) 이에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도급인의 단체교섭

1) 원·하청이 보다 익숙한 용어일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법률적인 용어인 도급인, 수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어떤 사업자가 그 동안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던 상황에 있다가 여하한 이유로 갑자기 노동
조합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과거에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노동조합법상 각종 규율을 받게 되고 그
에 따라 그 법적 지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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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문제는 도급관계에서 노동조합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된다.
현재 도급인의 단체교섭의무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논의가 있으나, 본 발
제문에서는 주로 판례의 흐름과 관련 분쟁의 내용을 소개하고,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2.

도급인의 단체교섭의무 관련 선례
가.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근로자’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이고(근
로기준법),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노사관계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처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중요한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노동조합법 제2조 제
2호),3) 사용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기 보다는 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노동조합
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일적인 사용자를 상정하기 어려운 데에 문제가 있다.4)
통상의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
용자는 당연히 소속 회사라고 인식하고 있고, 다른 이가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소속 회사는 여러 법률주체들과 도급관계 기타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
고 있는 경우가 있고, 법률관계를 맺은 주체들 사이에 상호간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
3) 근로기준법도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크게 다르지
않다.
4)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2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사업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개념이나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사
용자의 개념적 속성은 ‘사업주’라는 개념적 속성과 같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의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는 사업주의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견해가 있다(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
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노동법포럼』제34호, 2021. 11., 56면).
그리고 위 견해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경영주체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개
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이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차제이며,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 또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
하는 근로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모두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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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는 노조법상 부동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단체교섭의무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가리는 분쟁에서 다루어져 왔다.
나.

1)

초기 대법원판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위 대법원판결의 사건은 군산시와 옥구군내의 원예업자들로 구성된 원고조합은 조합원
들이 재배한 청과물의 공동판매를 위하여 판시 위판장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한편 동 위판
장에서의 청과물의 상하차, 운반등 노무작업은 군산항운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약칭함) 소속 근로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원고조합이 군산항운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
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 관계가 있는자,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를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가진 단체를
지칭한다 할 것이다.』라고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소득
증대등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수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그치고 조합원들이
노동관계에 관여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니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 조합과 소외 노동조합 또는 그 소속
노무원들과의 간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조합을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
단하였다.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설시가 아주 명확한 것은 아
니나 원예조합 또는 원예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원예업자들이 군산항운노동조합 또는
군산항운노동조합 소속 노무원들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하여 관여할 권한을 가지지 않았
고, 이로써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이 사건은 사단법인 항만운송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
하여 온 경우 위 협회의 회원사가 위 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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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나
주된 내용만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고(남해화학주식회사)는 비료생산을 하는 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전남남부항운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은 여수·여천 지역의 하역, 운수업 등에 종사하
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참가인 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일반항만하역업을 하는 사업체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조합원들을 노무원으로 파견하여 하역작업 등을
하도록 함
원고는 항만시설에서 수입 원료의 하역, 선적, 창고 내 상하차·적치 작업, 기타
청소 등 부수작업(이하 “부수작업”) 등을 수행.
원고는 대한통운에 부수작업을 도급을 주었고, 대한통운은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그 소속 조합원들을 노무원으로 공급받아 수행
참가인 조합이 대한통운에 소속 조합원들을 노무원으로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
게 되어 대한통운은 원고에게 위 작업의 수행이 불가함을 통보
원고는 제품포장 협력업체인 대륙기업 소속 근로자를 창출하여 부수작업을 수
행, 이후 원고는 대륙기업 소속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부수작업을 수행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대법원은 앞서 본 대법원 85누856 판결을 인용하면서5) 원고
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과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위 조합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9조6)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 사건에서 원고가 가입한 한국항만운송협회와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
항운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원고와 같은
회원사의 하역작업 전반에 관한 노동력은 위 연맹의 조합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위 규정이 회원
사의 자체 인력 채용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고 노무공급계약 체결 시 노동조합이 구체적
5) 대법원은 85누856 판결과 더불어,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011 판결도 원용하였는데, 대
법원 92누13011 판결은 “원고들과 원판시 파견조합원들과의 사이에는 사용종속 내지 노동종속의
관계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당사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정도의 내용만이 확인되고 구체적
인 사안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6) 위 대법원판결이 언급한 구 노동조합법 제33조는 교섭권한에 관한 규정이고, 제39조는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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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권을 가진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과 원고
회사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위 대법원판결 역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
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3호는 사용자
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
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
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종전과 동
일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
음은 물론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
렸다.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관계에 있는지 문제가 된 당사자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의 지역 노조와 수산물을 냉동·내장 보관하는 창고업자였는데, 대법원은 위 지역 노조 조
합원들에 대하여는 지역 노조가 작업지시, 인사권 등을 행사하므로, 창고업자들이 지역 노
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작업수행 과정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
으므로, 창고업자들은 위 지역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
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앞서 본 1990년대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판결의 법리는 2008년에 선고된 위 판결에서
재확인되었다.
즉 위 대법원판결은 앞서 본 대법원 95누3565 판결, 대법원 97누3644 판결을 원용하면
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
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
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
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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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조항에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
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위 사건은 노동부직업상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대한민국인지 지
방노동청장인지 문제된 사건이다. 원심은 노동부장관의 하위 행정관청인 각 지방노동청장
이 직업상담원들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지방노동청장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지방노동청장이 그 이름으로 직업상
담원들과 사법상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
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체결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권리·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대
한민국이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
다고 판단하였다.
5)

소결
이상의 대법원판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
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둘째,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와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
위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의 지위는 동일하다. 셋째, 대법원 2006다40935 판결에서 알 수 있
는 것처럼 명의상 근로계약의 상대방이거나 지휘·감독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
계에 있어 법률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3건의 90년대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항운노동조합이 관계된 사건이므
로 그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항운노동조합이 수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적인 판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3건의 대법원판결이 항운노동조합
이 관계되었고, 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위 대법원판
결들의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 사용종속관계의 성립 여
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었다
고 볼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설령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
도 그 특수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나타나는 지휘·명령 관계 등 근로계
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정들이 중요한 것이다. 단지 근로자공
급사업을 하는 ‘특수성’ 때문에 대법원에서 잇따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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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법원 2006다40935 판결에 대하여도, 근로계약관계의 상대방인 대한민국이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당연한 판단이므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대법원 2006다40935 판결의 결론이 그러한 것은 맞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 6. 2. 선고 2005나80266 판결)에서는
『직업상담원들의 채용과 업무지시 등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노동청별로 정해지는 것으로
직업상담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7) 지방노동청장을 사용자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법률적 귀속주체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
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대법원판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는 대법원판결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다.

일부 하급심판례: 특수한 경우 도급인의 사용자성 인정

일부 하급심에서는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주
체로서의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
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4. 12.자 2005카합411 결정
위 결정에서 법원은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의 지위를 인
정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결정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선 법원은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
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이때 단체교섭당사자로
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고, 도
급 또는 하청의 경우 원기업체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
니하므로 원기업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하청업체의 근로자
가 원기업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기업체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원
기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
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기업체 역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
다』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7) 이 정도의 지휘·명령 관계라면 근로계약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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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을 인용하였는
데, 대법원 2003두3420 판결은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
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그리고 나서 법원은『수급인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자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도급인이 업무도급의 형식
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
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
적인 사용자로서 금속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
였는바, 앞서 본 법리 설시에 비추어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결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됨을 전제
로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사안으로, 기존 대법원판결의
법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결정을 기존 대법원판결의 법리와 다르
게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확한 이해
가 아니다.
② 대구고등법원 2007. 4. 5.자 2006노595 판결
위 판결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결론적으로 건설노조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단체교섭 지위
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카합411결정과 마찬가지로, 위 판결 역시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관하여 고용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였다. 또한 실제로 과거에 단체교섭 과정을
거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관행 또한 있었던 사안이다. 따라서 위 판결 역시 기존 대법
원판결 법리와 다르게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였다고 평
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위 판결은 공갈죄의 성립이 쟁점이 된 형사사건이고, 대법원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성에 관한 판단이 없었으며 결론적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165 판결), 파기 이후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
다(대구고등법원 2008. 1. 14. 선고 2007노37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925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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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10.자 2007카합2731 결정
위 결정에서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
조항이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ㆍ시정하여 정상적
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
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은 기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단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의 법리와 다른 법리를 설시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라.

현대중공업 사건에서의 대법원판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도급인의 사용자
성 인정

위와 같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판결의 법리가 유지
되어 오고 있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2731 결정와 같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하급심
결정이 있던 상황에서 대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성 인정하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서고 2007두8881 판결8), 이하 “현대중공업 판
결”).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노동조합법 제1조는“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
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노동관
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그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
8) 같은 날 같은 당사자(현대중공업)의 사건에서 동일한 법리를 설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인정한 판
결도 선고되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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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고,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제84조 제1항은 “노동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
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 제81조 내지 제86조는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집단적 노
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ㆍ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
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판결,
대법원 1998. 5. 8.선고 97누7448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ㆍ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의 관점에서 사용자의 개
념에 접근
나아가 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ㆍ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 그 지배ㆍ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
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정하여 그 목적을 밝히고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의 개념 표지를 설시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
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
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
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 맺음말로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지배·개입행위를 하였
다면~이라고 정리함으로써 지배·개입에 있어서의 사용자성에 관한 결론임을 재확인』
위 대법원판결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라는 점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요건으로 강조한 기존 판 법리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
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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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다만, 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위 판결에 대한 이해가 최근 논란
이 많다.
우선 위 사건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쟁점인 사건
이므로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위 대법원판결의 판시를 분설하여
살펴보면(위 음영부분) 전혀 그렇지도 않다.
또한 현대중공업 판결은 ①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을
쟁점으로 삼았다. ② 그런 다음 부당노동행위 중에서도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범위를 좁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
를 살피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
을 나열하였다. ③ 그리고 나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의 구제명령을 이행하
여야 할 상대방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리구조를 살펴보면, 현대중고업 판결은 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판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여기에 더하여 기존에 ‘묵시적 또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언급한 대법원판결과는
다른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였으면서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하
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묵시적 또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언급한 대법원판결은 단체교섭
의무 규정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언급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판결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였다는 점은 현대중공업 판결과 기존 대법원판결은 서로 저촉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대중공업 판결은 기존 대법원판결이 언급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이해하고, 동 판결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중
에서도 지배·개입에 관한 것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으므로 상호간 모순이 없다고 본 듯하
다.
마.

현대중공업 사건 이후 하급심판례

① 대전지방법원 2011. 10. 6.자 2011카합782결정
위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일부 교섭사항에 한하여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도급인
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시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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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로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
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
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판결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성에 관한 현대중공업 판결을 단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위 결정은 번복되었다(대전지방법
원 2012. 3. 15.자 2011카합1209결정). 대전지방법원은 위 가처분이의사건에서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상의 사
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한 후 위 사건에
서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
을 내렸다.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결정
은 기존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요구한 기존 대법원판결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778 판결9)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은 현대중공업 판결을 인용하면서 『고용주가 아닌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현대중공업 판결의 법리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하였
다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단체교섭의무를
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8524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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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판결이 가지는 선례로서의 가치는 높다
고 보기 어렵다.
③ 광주지방법원 2020. 12. 23.자 2020카합50814 결정10)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는 단체교섭의무
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시는 아래와 같다.
『(전략)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
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
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결국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제3자로서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개입행위를 할 수 있는 지
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사
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결정은 기존의 대법원판결을 원용하면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현대중공업 판결을 원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
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각각 설시한 후 두 가지 경우의 ‘사용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위
의무를
중공업
의의가

결정은 후술하는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의무 2심 판결 이후 나온 결정으로 단체교섭
부담하는 사용자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구분한 위 현대
단체교섭의무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두 개념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있다.

10) 현재 항고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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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수자원공사 사건에서의 대법원판례

한편 대법원은 최근 부당노동행위나 단체교섭의무가 쟁점은 아니지만, 도급인과 수급
인 노동조합 사이의 노동법 관계에 관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협력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한
사안이고, 이러한 쟁의행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여부
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이하 “한국수자원공사 판결”).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쟁의
행위는 사용자를 상대로 할 때에만 정당하다는 원칙 설시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
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
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2회에 걸쳐 강조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는
정당할 수 없다고 설시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
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
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
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
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
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
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
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방해죄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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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
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
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판결은 수급인 노동조합도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는 결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동 판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판결의 원심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하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들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로 판단하였는데, 도급인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
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도급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징
표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
확히 하였다. 만약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판결의 논리를 수용하였다면, 곧바로 한국수자원공
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
이고, 굳이 ‘도급인의 수인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판결은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자
성을 부정함으로써 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만 수급인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11)
하는 조화로운 해결책은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3.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사건들
사.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의무 사건

현대중공업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을 상
대로 단체교섭의무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제1, 2심 법원은 모두 현대중공업은 단체교섭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2007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대법원 2018다296229호로 계속 중).
위 사건의 1심판결이 설시한 아래의 논리(2심판결은 1심판결을 원용한 판결이다)가 매
우 주목할 만하다.12)

11) 실제로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
서는 도급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면 도급인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데, 한국수자원공사 판결로 위 주장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12) 이 판시가 앞서 본 금호타이어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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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제도는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집단적으로 형성ㆍ변경할 수 있
는 기능과 가능성을 본질로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
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노조법은 노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이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전자는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론을 제공하며 근로조건을 형성ㆍ변경함으로써 단체교섭질서를 유지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교섭제도 속
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위 각 제도가 각기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다
는 점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
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체교섭을 포함한 집단적 노동관계 일반에 있어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된다
고 볼 수는 없다.』
위 사건에서 현대중공업 판결이 현대중공업의 단체교섭의무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1, 2심 법원은 노동조합법의 영역에서 단체교섭제도와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

CJ대한통운 사건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은 CJ
대한통운 사건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소속 택
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이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사용자
인지는 노동조합법 제43조 대체근로금지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서로 결론을 달리하는 다
수의 하급심판결이 있었고13) 현재 어느 한쪽의 결론이 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CJ대
한통운 사건에서의 단체교섭의무의 존부 문제는 앞서 본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의무 사건에
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면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3) 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사람, 즉 근로자를 지
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법리를 전제로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
배기사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582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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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적 쟁점
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vs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현대중공업 판결로 도급인도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규
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법리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위 현대중공
업 판결의 기준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하다는 기존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현대중공업 판결은 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정된 판결이므로, 그렇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건에서 제1, 2심 법원이 밝힌 것처럼 노동조합법상 부당
노동행위 제도와 단체교섭 제도는 그 취지가 상당히 다르므로, 관련된 사용자의 개념을 동
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법률규정을 보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의 사용자
는 사업주(회사)뿐만 아니라 경영담당자 기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회사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예를 들어 노동조
합 혐오 발언), 그 개인이 사용자인지 아닌지부터 따진다. 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업
주뿐만 아니라 개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업주일 뿐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개인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14) 이런 점에서도 부당노동행위제도와 단체교섭제도은 상당히 다르다.
차.

법률 해석의 한계

보다 근본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 해석론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 법률의 해석은 다른 규정
과의 관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형벌 법규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한
계도 있다.
그런데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43조15)를 보면, 위 규정은 쟁의행위를 전제
로 한 규정이고,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결렬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의 사용자는
당연히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용장 도급인도 포함하면,
수급인의 사업장에서 쟁의행위가 발생을 하면, 또는 수급인 노동조합이 느닷없이 도급인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면 영문도 모르는 도급인은 제43조를 적용받아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
14) 그럼에도 법규정상 동일하게 ‘사용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15)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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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수급인의 업무를 다른 곳에 도급을 주거나 위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의 수급인
이 2차, 3차…N차까지 내려간다면 N차 수급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경우 상위의 도급업
체들이 모두 두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되므로(노동조합법 제91조), 노동조합
법 제43조는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인데, 위와 같이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면 죄
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카.

실무적인 문제

그밖에도 도급인에게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면, ① 이 경우에
도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수급인)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수급인과의 단체교섭 및 도급인과의 단체교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②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현행법 해석상 공동사용자가 가능한 것인지, 즉 서
로 다른 일을 하는 경우(예를 들어 투잡)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데,
수급인과 도급인이 모두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어색하고 이때 법률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③ 복수노조를 상정하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도급인
에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수급인의 노동조합과 도급인의 노동조합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지(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공정대표의무 또한 문제됨), 이를 N차 하도급 관계에서 각 단계
의 업체들에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고 할 경우 단체교섭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의 고민 없이 해석론으로서 도급인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다면 노사관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5.

결론

결국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도급인의 단체교섭의무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기존 판
례 법리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인 측면,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도급인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현대중공업 판결에
대한 오해로 현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해로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
고 노사관계에 혼란이 발생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확대되고, 누가 단체교섭의무의 상대방인
지가 법정에 와서야 가려지게 되는 상황이 와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 현대중공업 판결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단체교섭제도의 차이를 직시하여 도급인의 사
용자성에 대한 명확한 법리가 재확인되기를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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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이 정 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요즘 실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조정24 사건에서 노조법상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묵시적
근로관계설을 택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0935 판결과 실질적 지배력설을 택한
대구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595 판결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대구고등법원
2006노595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다룬 글을 찾기 어려웠는데, 명쾌한 해석을 하여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주제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촉발시키기 위하여 제 생각과 함께 발표자께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1: 2007두8881판결의 의미 등 과거 사례에 대한 논의
발표자께서는 동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07두8881판결은 ①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을
쟁점으로 삼았다. ② 그런 다음 부당노동행위 중에서도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범위를

좁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살피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나열하였다.

③

그리고

나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리구조를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판결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판단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저 또한 발표자의 의견과 동일하게 2007두8881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하나인
지배·개입 사안에 한하여 사용자성을 확대한 것일 뿐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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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간략하게 소개 드리는 다른 하나의 현대중공업 판결(2007두9143 판결) 및 거울의
양면 같은 2건의 판결이 선고된 경위를 보면 보다 명확합니다.
2007두8881판결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중앙노동위원회 2005. 3. 3.자 2004부노68-1
판정은, 현대중공업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상고심이2007두8881판결인데, 이와는 별개로 협력업체 근로자 역시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협력업체 근로자)가 속한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협력업체는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되며, 그 밖에 달리 원고와 현대중공업 사이에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현대중공업은
원고가 구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만이 그러한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간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는 그러한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함으로써

협력업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12213 판결).
항소심은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5983
판결), 이후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위의 2007두8881 판결과 함께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9143 판결).

요컨대 같은 날 선고된 2건의 현대중공업 판결(2007두8881 판결 및 2007두9143 판결)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성과 그렇지 않은
경우(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달리 판단하면서, 후자의 경우는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2. 질의사항 2: 2018나53149 판결 등 향후 사건 전망
발표자께서 2007두8881 판결 이후에 선고된 유의미한 사례들을 정리하여 주셨듯이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20카합5081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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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5314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18가합582246 판결 등)은 여전히
묵시적 근로관계설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다른 규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동형법은 형벌을
수단으로 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자께서 도급인(원청)의 수인의무를 확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2015도1927 판결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자성을
부정함으로써 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만 수급인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장하는
조화로운 해결책은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해석은 충분히 경청할만 합니다.1) 나아가 동
판결의 원심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로 판단하면서도 (즉,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간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정도의 지휘·감독의 징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1) 노동조합이 향유하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행위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그 이론적 함의성(일종의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와 필요성(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악의적으로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율)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 (2) 단체교섭은 협약자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대원칙하에 노동조합이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그 성질상 근로계약관계와 분리되어 파악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게 논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즉,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개념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지배설을 채택하여 택배회사에 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2020. 11. 30. 판정 2020부노92)을 한 이래 최소한
노동위원회는 실질적 지배설의 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노동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쟁점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대법원이 기존의 입장(2007두8881 판결, 2007두9143 판결)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노위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할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예민한 주제이므로 확답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i) 대법원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ii) 향후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iii)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에 대하여
발표자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끝.

1)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중심으로 - , 노동법포럼 34호, 2021. 11.,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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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근로대가성 인정요건에 관한 판례 검토
이 준 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징, 해석 원칙

Ⅳ.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검토
Ⅴ. 맺음말

Ⅲ. 경영성과급 관련 법원 판결 및 학계의
논의 동향

Ⅰ. 문제의 제기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사실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1)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구조가 단순하고, 직업의 종류가 비교적 단순하던 시기에는 무엇
이 근로의 대가이고 무엇이 은혜적·호의적 급부인지는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제 및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직업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임금의 구성 항목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갈수록 세분화·다양화 되면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점차 더욱 어려워졌다.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적 임금 이외의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 항목
이 늘어나게 된 것은 시기별 정부 정책의 변화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무엇
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인지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견이 발생하고 사건
화되자 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통해서 근로 대가성을 정리하고자 노력해왔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던 통상임금의 개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등에 대해 대법
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에서 비교적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이후
에도, 임금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사건화 되고 있다. 그 중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되고
1) 법률 제286호(시행 1953. 8. 9).
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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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문제, 특히 평균임금 해당성 문제이다. 다양한 성과급이 지
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경영성과급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급 법원들의 판결이 서로 결론을 달리하고 있어서 경영성과급
의 근로 대가성과 관련한 논란은 오히려 정리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아래에서는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한 판례와 이론을 정리하고, 최근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거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징,
해석 원칙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재검토 하
고(Ⅱ) 이를 통해 근로 대가성을 판단하는 논리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경영성과
급이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 및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의 개념과 이러한
성과급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을 정리한 후에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
점 및 차이점을 정리했다(Ⅲ). 그리고 이상에서 정리한 기본 이론과 판단기준을 토대로 민
간기업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에 관한 판결의 논거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비판과 나
름의 결론을 제시했다(Ⅳ).
특히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판결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
지고 있지만 해당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
부에 대해서는 각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삼성전자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했
다.

Ⅱ.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징, 해석 원칙
1.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징
현행 근로기준법3)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며, 제4조는 ‘근로조
건의 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장의 제43조 이하는 주로 임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 임금체불시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정한 제4장의 제51조로부터 제56조까
지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정하고 있다.
3) 법률 제18176호(시행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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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내의 여타 근
로조건 규정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고 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은 제정 목적에 맞추어 그에 부합하는 서로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지는 다양한 내
용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내의 여러 규정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대략 근
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기준 설정 규정, 근로자의 종속성 완화·배제를 위한 금지
규정,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규정,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규정,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공법적 규정, 기타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기준 설정 규정으로 대표적인 것은 근
로시간의 상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보장 규정, 제60조 제1항
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규정 등 최저근로기준의 하한을 직접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강
행적으로 보장하는 규정들이 대부분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기준 설정 규정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규정들은 규정의 내용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상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종속성 완화·배제를 위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의 폭행 금지, 제20조의 위약 예정의 금지, 제22조의 강제 저금의 금지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도 근로기준법이 스스로 허용하는 예외 이외에는 노
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을 통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세 번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절차 규정은 사업장 내 규범 설정이나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합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당사자 사이의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가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절차 규정이다.
네 번째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규정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의 명시, 제21조의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4조 이하의 해고 제한 및 절
차, 제37조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8조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3조의 임금
지급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그 외에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
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공법적 규정, 벌칙과 부칙 등을 규
정하는 기타 부속 규정 등이 속해있다. 제110조 이하의 근로감독관 규정은 정부 기관의 책
임과 의무를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 중 핵심적인 사항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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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의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
기준 설정 규정’과 네 번째의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규
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
등은 직접 근로조건의 하한을 근로기준법이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네 번
째의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의무 부과 규정’은 임금 관련 규정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고 지급 의무와 방법 등을 규정하지만,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의 하한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임금의 구체적인 하한과 상한을 근로기준
법이 스스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서 위의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과는 다른 유연성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임금은 근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임금을 산정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기본적으로 부담하지만,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한
도 내에서 임금의 구성항목과 액수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
다. 즉,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액수의 하한이나 상한을 법률로 정하거나 정부가 정하도록 하
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이 확
보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관련 규정의 해석 방법
우리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관련한 규정이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여지를 폭넓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여지
는 근로시간에 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
라 결정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임
금의 액수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수가 근로기
준법 등이 정하는 규정들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액수의 하한 이상이기만 하면, 당사자 사이
에 합의한 임금 구성항목에 근로기준법상 임금규정의 해석을 통해 마땅히 포함되어야만 하
는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유효성은 인정된다.4)
상대적으로 큰 합의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당사자에게 합의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대법원
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었던5)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합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등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합의의
4)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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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관련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대등한 수준의 준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
기 때문이다.6) 과거의 일방적 보호관념에 따라 근로자는 합의의 유효성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의의 내용을 더욱 강하게 준수하여야 한다는 관점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관계에서의 대등성이 강하게 보장되면 보장될수록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의 이와 같은 유연성 내지 상대적인 임의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되어
야 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
는 별도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
다. 사용자가 임금 이외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업장 내 규범을 통한 의무부과, 관행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루
어질 수 있으며 그 명칭이나 목적도 매우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다. 그와 같은 합의는 근
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 이외의 금품 지급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당연히 유효한 합의라고 인정되어야 한다.7) 어떠한 금품이 임금 이외에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 지급의 원인으로서의 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판별될 수 있을 것이다.
3. “근로의 대가”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근로자
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 사이에 쌍무적 견련관계, 즉 대가적 견련관계가 존재한
다는 의미이다.8) 그와 같은 대가적 견련관계 없이 지급되는 은혜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이
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이 될 수 없다.9)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
는 금품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해석하는 것은 곧 ‘근로 대가성’의 인정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 김형배, ｢근로기준법(제8판)｣, 박영사, 2001, 머리말 ⅷ쪽 이하.
7) 김희성·한광수, ‘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성’, ｢노동법논총(제48집)｣, 2020, 94쪽 이하도 결론에 있어서 같은 견해로 볼 수 있
다.
8) 김영문·이상윤·이정, ｢임금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산정 범위｣, 법문사, 2004, 28쪽;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399쪽; 김희성·한광수, ‘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성’, ｢노동법논총(제48집)｣, 2020, 84쪽;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7쪽; 박종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노동법학(제16호)
｣, 2003, 85쪽 이하;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74쪽; 이선신, ‘근
로기준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 ｢노동법학(제46호)｣, 2013, 140쪽;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1
쪽 이하.
9)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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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곧 그 금품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했거나 제공
하게 될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10) 판례는 근로의 대가로 지
급되었다는 것은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11)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 하더라도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산정방법과 지급방법의
실질적인 모습,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목적과 내용12) 등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과 판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13)
4. “근로의 대가”와 근로 대가성 판단지표 사이의 관계
(1)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
한편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어떤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가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
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다.14)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
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여15) 계속성과 정
기성, 사용자의 의무성 이외에 일률성도 임금으로서의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는 표지로 인
정하고 있다.
계속성이란 어떠한 금품의 지급이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정기성이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10)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74쪽;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25쪽.
1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 19256 판결;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
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12) 이선신, ‘근로기준법상 임금정의규정의 합리적 해석방안’, ｢노동법학(제46호)｣, 2013, 163쪽 이하;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7쪽;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13) 김홍영,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노동법연구(제17호)
｣, 2004, 278쪽;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2쪽도 같은 취지의 견해라고 볼 수 있다.
14) 노동법실무연구회(최은배 집필분), ｢근로기준법 주해Ⅰ(제2판)｣, 박영사, 2020, 246쪽 이하;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3쪽 이하.
15)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0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082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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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16) 일률성이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17)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말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 등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비율’에 따
라 근로시간의 증가에 비례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고 보는 견해도 있다.18) 그러나 그와 같은 견해를 따르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통상임
금 개념과 평균임금 개념이 사실상 통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타당한 설명이라고 보
기 어렵다. 일률성 표지는 판례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의무성 표지는 해당 금품이 지급되는 모습이나 방법에 관한 객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계
속성, 정기성, 일률성과 같은 성질을 갖는 표지가 아니다. 의무성 표지는 사용자가 그와 같
은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지급 근거로서의 의무의 존재라는 추상적 표지이다. 의무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
계약, 관행 등에 의해 특정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확
정적으로 부과되어 있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무성 표지의 존재 및 내용은 실존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근거 중 ‘관행’이 무엇인가가 다시 문제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실적 급부 지급을 반복하고 근로자가 앞으로도 그와 동일한 급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한 경우 그러한 신뢰는 관행을 기초로 보호될 수 있고, 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19) 그러나 그와 같은 관행은 단순히 일방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청구권의 기초로서 인정될 정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 해당 사업장 전체 구성
원 모두에게 이의없이 승인되고, 사실상의 규범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신뢰하는 정
도에 이르러야 한다. 판례도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
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20) 그
16)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4쪽 이하;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
결.
1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
3197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8) 권오성,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중앙법학(제20집 제2호)｣, 2018, 319쪽.
19)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399쪽.
20)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1818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02. 4.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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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와 같이 성립된 관행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준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21), 이와 같은 변경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도 그에 준하는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관
행이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명시적 합의와 무관하게 인정되고 일방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타당 당사자에게는 청구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게
되는 당연한 결론이다.
(2) 일률성 표지의 체계적 지위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지급의 ‘일률성’이 근로 대가성, 즉 일반적인 임
금성을 인정하기 위한 표지로 평가되어야 하는지22), 아니면 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표지로 보아야 할 뿐 임금으로서의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한
표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일부 견해23)와 일부 판결24)을 보면 ‘일률
성’을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지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
나 대다수 판결은 일률성을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표지로 설시하고 있으
므로,25) 현재 판례의 주된 입장은 일률성을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한 표지로 본다고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26) 일률성 표지를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한 표지로
보면 지급의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 해당성 검토를 하기 이전에 처음부
터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판단되게 된다. 반면 일률성 표지를 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
와는 무관하고 임금 중에서 특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표지로 보는 견
해에 따르면 지급의 일률성이 결여되어 있는 금품의 경우도 얼마든지 임금이나 평균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일률적이라는 표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27)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
다는 것이, 일률성 표지가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지일 뿐 근로 대가성 자체
를 인정하기 위한 표지는 아니라고 해석해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판례가 근로기준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21) 서울고등법원 2000. 8. 10. 선고 2000나8009 판결.
22) 김영문·이상윤·이정, ｢임금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산정 범위｣, 법문사, 2004, 24쪽 이하;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
사, 2013, 43쪽 이하.
23) 권오성,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중앙법학(제20집 제2호)｣, 2018, 317쪽 이하; 노동법실무연구회(최은배 집
필분), ｢근로기준법 주해Ⅰ(제2판)｣, 박영사, 2020, 246쪽 이하;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
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11쪽 이하.
24)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25)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대법원 2001. 11.
26. 선고 91다2870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082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26) 김영문·이상윤·이정, ｢임금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산정 범위｣, 법문사, 2004, 24쪽;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
사, 2021, 396쪽.
27) 대통령령 제32130호(시행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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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일률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평균임
금 또는 근로 대가성을 판단하기 위한 표지로 일률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양자가 같은 차원
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는 사용자
가 지급하는 금품의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표지가 아니라, 상
위의 판단표지이자 실질적 판단표지인 근로 대가성을 보충하는 하위의 판단표지에 불과하
기 때문이다.28)
(3)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와 근로 대가성 표지의 관계
판례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의 근로 대가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와 임금 개념의 핵심적인 표지인 ‘근로 대가성’ 그 자체와의 관계가 문
제가 된다.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의 존재를 ‘근로의 대가’와는 별개로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된 징표로 보는 견해가 있다.29) 그러나,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는 근로 대가성 표지에 대한 보충적인 표지로서 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의 확정
이 곤란할 경우에 평가되어야 하는 표지라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
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 사이에 쌍무적 견련
관계, 즉 대가적 견련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그 금품이 근로자가 이미 제
공했거나 제공하게 될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가적 견련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산정방법과 지
급방법의 실질적인 모습,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이
루어져야 한다.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산정방법과 지급방법의 실질적인 모습과 당사자 사
이의 합의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도 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의 확정이 곤
란할 경우에, 해당 금품의 지급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금성, 즉 근로 대가성을 간주하는 과정을 통해 판단
이 이루어진다.30) 따라서 근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
성 표지에 대한 추가적 판단은 불필요하며,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의 충족이
모두 긍정된다 하더라도 근로 대가성이 부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
별적 성과급과 같이 임금의 액수나 지급 여부가 순수하게 근로자의 일의 완성이나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일시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지급
하는 금품의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근로 대가성은 긍정될 수 있는
28) 김영문·이상윤·이정, ｢임금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산정 범위｣, 법문사, 2004, 25쪽;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7쪽 이하.
29)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7쪽 이하.
30) 김영문·이상윤·이정, ｢임금 개념과 평균임금·통상임금의 산정 범위｣, 법문사, 2004, 25쪽; 박은규, ‘임금성 판단의 법리적
고찰’, ｢노동법학(제50호)｣, 2014, 44쪽 이하;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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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판례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
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31)고 하여 계속성, 정기성, 일
률성, 의무성 표지의 근로 대가성 표지에 대한 하위성과 보충성을 인정하고 있다.
5.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과 판단표지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존
재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
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
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엄밀히 말하면 근
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시한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의 정의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통상임금의 판단표지와 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정 조항의 문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명시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란 근로의 대가인 임금 중에서 그와 같은 각각의 단위로 산정된 임금들
을 예시한 것이다. 따라서 임금,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중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
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기초 임금으로 사
용하겠다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의 통상임금 규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32) 통
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금품의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금품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
한”, 즉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통상임금의 판단표지를 판례는 “고정성”이라고 표현한
3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35052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등.
32)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419쪽;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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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 고정성이란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지급 액수 등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종합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중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
로 지급되는 임금을 일컫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 여부의 확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판
단하기 위하여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등의 판단표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즉,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위한 계속성, 정기성, 일률성, 의무성 표지 외에, 고정성 표지를 추
가로 가지고 있을 때 통상임금 해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통상임금에 해당성을 배제하는 소극적 요소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정 조항(이하 ‘재직
자 한정 조항’)’이 문제가 된다. 최근 일부 하급심 법원은 재직자 한정 조항이 고정성 배제
요소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34), 아직까지 지배적인 판례는 고정성 배
제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35) 취업규칙 또는 급여지급 규정 내에 재직자 한
정 조항이 존재하면 대상 금품의 고정성이 탈락하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재직자
한정 조항은 고정성 배제 요소이기 이전에 근로 대가성 배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재
직자 한정 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 금품에 근로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 즉 대가적 견련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합의가 상당 기간 이행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승인되고, 그
승인된 내용이 상당기간 그대로 이행되어 왔다는 사실, 당사자도 이를 승인하고 이의를 제
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은 해당 금품의 지급에 대가적 견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
실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재
직자 한정 조항의 존재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의 고정성을 탈락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근로 대가성 자체를 배제하는 소극적 표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직자 한정 조항이 존재하고 시행되어 왔다면, 사용자가 그 금품을 재직 중인 근
로자에게 비록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 하더라도, 근로 대가성은 인
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평균임금의 판단표지와 통상의 생활임금 개념
한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산정 방법과 대상 기간만
명시되어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의 이와 같은 규정 태도는 일본 勞働基準法 제12조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일본 勞働基準法 제12
조 각항의 해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勞働基準法 제12조 제4항은 산정 단위 기간인

33)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34)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6나2032917 판결 등.
35)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12166,
2017다209037, 2017다209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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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에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
상의 생활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36) 일본 勞働基
準法 제12조 제4항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6개월 또는 12개월마다 1회씩 지급되는 금품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평소 통상
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해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 중에서 근로자가 통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
으로 수령해온 임금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때의 일정 기간을 3
개월로 정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개념으로 계수된 일본 勞働基準
法상 평균임금제도를 고려해보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의 생
활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
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급여 및 제재감급액의 산정 기초임금으로 사용된다.37)
6. 소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약정된 근로의 제공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가 지급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며 근로제
공이 없으면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은 서로 쌍무적, 대가
적 견련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두 당사자가 근로제공
의 방법, 내용 등을 합의하면서 그에 맞추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그와 같은 임금 결정의 특징을 반영하여, 임금 금액의 크기는 물론
임금 이외의 지급 가능 금품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의 여
지를 상대적으로 크게 열어놓고 있다. 이점이 여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규정과 임금 관
련 규정이 구별되는 결정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
당 금품의 지급이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는지, 즉 근로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근로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
단하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해당 금품의 지급 목적, 산정방법과 지급방법의 실질적인 모습,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근
로 대가성 판단을 통해서도 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의 확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금품
의 지급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를 보충적, 부가적으로 판단하여 임금성, 즉 근로 대가성을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
36) 菅野和夫, ｢勞働法｣, 弘文堂, 2019, 423쪽.
37)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410쪽; 하경효,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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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목적과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최근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중에 임금성 여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경영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급의 임금성은 임금의 한 종류로서
성과급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영업성과를 근로자에게 배분
하는 것을 의미하는38) 경영성과급은 그 금품의 법적성질을 곧바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
른 직접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 특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임금
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Ⅲ. 경영성과급 관련 법원 판결 및 학계의 논의 동향
성과급 또는 경영성과급 등의 용어는 실무와 학계에서도 통일된 개념을 찾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초과이익분배금이나 PS(Profit Sharing), 생산
장려금이나 PI(Productivity Incentive)이라는 용어도 혼용된다.39) 여기에서는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과 집단이나 기업 전체의 성과 또는 기업이 달성한 초과이익에
따라 분배하는 집단적 성과급인 경영성과급을 구별하여 각각의 임금성 인정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 및 학계의 논의 현황을 정리하기로 한다.
1.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 문제와 경영성과급 문제의 차이점
(1) 개별적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성과급의 임금성, 즉 근로 대가성과 관련해서는 일찍부터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
급이 문제가 되어왔다.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면 반대급부로서 일정액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결과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종
래의 전형적인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의 판매실적40), 의사
의 특진, 협진 등의 업무에 대한 포상비41) 등과 같이 근로계약의 내용상 근로자가 본래 제
38)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67쪽.
39) 삼성전자 1차, 2차 사건의 경우 “목표 인센티브(TAI)”, “성과 인센티브(OPI)”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
하반기에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재무성과와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PI
와 유사하고,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부가가치(세후영업 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금액)의 일부를 재
원으로 지급기준(업적고과 차등반영)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PS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4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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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근로를 제공한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개별적 성과급의 임금성이
특히 문제되었다. 법원은 대체로 해당 근로자의 고유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
으로 보아야 하고42),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43) 등을 이유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고 인정하고 있으며, 평균임
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왔다.
이전에 유사한 사례에서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44)
라고 하여 근로 대가성을 부정한 경우 판결도 있었지만, 법원 판례는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판매를 담당하
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정산받는 금품이나 특정한 업무수행 여부 및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즉 개인의 실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여부와
그 제공된 근로의 성과를 토대로 약정된 일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되
었기 때문에 근로제공과 급여지급의 밀접한 견련관계, 즉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판례의
결론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45)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지급조건
충족 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약정된 또는 예정된 근로
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 사이에 긴밀한 견련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을 긍정한 근거는 자동차 판매 영
업사원에게 매월 자동차 판매수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에
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즉,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
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
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
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
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
42)
43)
44)
4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김홍영,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노동법연구(제17호)
｣, 2004, 283쪽 이하; 노동법실무연구회(최은배 집필분), ｢근로기준법 주해Ⅰ(제2판)｣, 박영사, 2020, 256쪽;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87쪽 및 190쪽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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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
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원심
의 판결을 그대로 긍정했다.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이 지급기준과 시기가 확정
되어 있고, 그러한 실적을 내기 위한 활동이 근로의 일부라고 평가되어야 하며, 지급 방법
이 정기적·계속적이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성을 긍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성과급을 부진정 성과배분 또
는 실적참가형 또는 성과참여형 보수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46)
이러한 법원 판결의 태도는 이후에도 보험대리점 섭외사원의 업무성과비47), 정수기 설치기
사의 판매수수료48) 등에 대한 하급심 법원 판결들을 통해서도 관철되고 있다.
(2) 개별적 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의 차이점
이와 같은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인정 문제는, 소위 경영성
과급의 근로 대가성 인정 문제와는 논의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
적 성과급은 위의 판례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 개인이 제공한 개별적
인 근로의 내용과 성과가 직접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의 제공과 급여의 지급 사이의 대가적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나 부서의 성과를, 근로자 개인이 아닌 집단적 경영성과의 관점에서 평가해서 그 성
과에 따라 금품을 분배하는 소위 경영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실적 내지 성과가
직접 금품의 지급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영성과급을 진정 성과배분이라고 칭하는 견해도 있
다.49)
2.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특히 평균임금 해당성 문제가 먼저 사건화되고 법원의 판단이 이루
어진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문제였다. 최근에는 그 뒤를 이어서 민간기업의 경
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공공기관
46)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 2021, 1579쪽;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
집)｣, 2020, 187쪽.
47)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214447 판결.
48)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22249 판결.
49)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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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인정 문제를 간략히 살펴본 후에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인정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50)에 근거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는 공
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과 그에 따른 시
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
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
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
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51)
한국산업인력공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
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 없음을 인정하였다.52) 비슷한 시기에 내려
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
금성을 인정했다.53) 그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54)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근로 대가성을 인정한 근거는, 대체로 첫째, 공공기관
의 경영평가성과급이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한 경영평
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데,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평가성
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둘째, 공공기
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지급기준에 따라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오고 있기 때문에 은혜적이라거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셋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
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
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
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50)
51)
52)
53)
54)

법률 제17128호(시행 2021. 1. 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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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55)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
논리구성에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긍정하는 견해56),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과는 구별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만의 고유한 속성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57)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와 같은 논리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단
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
위를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58) 그 외에 공공기관 소속 개별 근
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 대가적 견련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판
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판단의 설득력을 수긍
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금품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긍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와 대가 지급 사이에 대가적 견련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개인의 실적에 따른 개별적 성과급이 대가적 견련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는 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과 주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대법
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59)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성과급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여러 차례 비교적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판단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지 못하면, 같은 사
안에 대한 기판력을 가지는 것 이외에, 유사하지만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대상이 된 경우 그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법리를 이전 판결에서 찾을 수 없게 되
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하여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5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56) 심재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산업관계연구(제29권 제3호)｣, 2019, 112쪽.
57) 권혁, ‘임금의 개념으로서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한 소고’, ｢노동법포럼(제28호｣, 2019, 210쪽.
58)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97쪽은 “사실상 ‘근로의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회피하였다”라고 비판한다.
59) 심재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산업관계연구(제29권 제3호)｣, 2019, 114쪽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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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들이 내려진 후에, 민간기업에서도 경
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는가를 둘러싼 사건이 연속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내려졌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결론이 최근의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의 경영
성과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60), 그러한 판결의
취지가 성과배분에 따른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사기업 등에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61) 학계에서의 이러한 전망의 차이는 하급심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인 근로복지공단
사건62)이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삼성
전자 2차 사건63)에서는 해당 판결의 논지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고, 삼성전자 1차 사건64),
삼성디스플레이 사건65), LG디스플레이 사건66) 등에서는 그 판결의 논지는 인용하되 민간기
업의 경영성과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 사건67)에서는 공
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2)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2020년 이후 민간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는 이 쟁점에 관한
여러 하급심 법원 판결들의 논지와 결론의 일관성을 발견해내기가 어렵다.
그 중 중요한 사건은 SK하이닉스 사건, 삼성전자 사건 2개, 삼성디스플레이 사건, LG디스
플레이 사건,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건, 한국유리 사건 발레오전장 사건 등이다.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1심68)과 2심69)이 모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했으나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며, 서로 유사한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삼성전자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첫 번째 사건(이하 ‘1차 사건’)에서는 1심70)과 2심71)이 모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60) 심재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산업관계연구(제29권 제3호)｣, 2019, 113쪽.
61)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96쪽 이하.
6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64)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9095 판결(1심);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2심).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99298 판결.
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72056 판결.
6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590 판결(1심);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510 판결
(2심).
6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590 판결.
69) 수원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510 판결.
70)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9095 판결.
71)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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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했지만, 두 번째 사건(이하 ‘2차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평균임금 해
당성을 긍정했고72)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삼성전자 1차 사건도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삼
성디스플레이 사건73)에서는 법원이 평균임금 해당성을 부정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
다. LG디스플레이 사건은 1심74)과 2심75)이 모두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을 부정했고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건은 1심76)과 2심77)은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 해당성을 긍정했고 피고 측이 이에 상고했다. 그 외에 한국유리 사건에서는 1심78)과
2심79)이 모두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피고 측이 상고하여 대
법원에 계류중이며, 발레오전장 사건에서는 1심80)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을 인정
했지만, 2심81)에서는 이를 부정하여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성 관련 민간부문 최근 판결>
사건

1심 판결

2심 판결

대법원 판결

SK하이닉스

부정
(수원지법여주지원 2019가단50590)

부정
(수원지법 2020나55510)

계류중
(2021다219994)

삼성전자(1차)

부정
(수원지법 2019가합19095)

부정
(수원고법 2020나26085)

계류중
(2021다248725)

삼성전자(2차)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5)

계류중
(서울고법 2021나2026947)

-

삼성 디스플레이

부정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99298)

계류중
(서울중앙지법 2021나8490)

-

LG 디스플레이

부정
(서울남부지법 2019가소499344)

부정
계류중
(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 (2021다270517)

한국유리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7283)

인정
(서울고법 2020나2012736)

계류중
(2021다262592)

현대해상화재보험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인정
(서울고법 2021나2015527)

상고

발레오전장

인정
(대구지법경주지원 2019가합2438)

부정
(대구고법 2020나26233)

계류중
(2021다285182)

이 판결들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근로의 대가라고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
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가적 견련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점82)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19929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소49934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720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가합5072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0. 30. 선고 2019가합243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6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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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 나아가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
아야 하는지 하는 쟁점으로부터 판단이 갈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평균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실제 근
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변동되는 것으로서 법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변동폭(0%에서 716%)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최저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특정 연도
에 경영성과급이 실제로 지급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급기준 미달로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지급기준상 원고들 연간 총급여에서
4.2%-26%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근로자
에게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
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83)고 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해당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
급된 임금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
난해의 실적에 따라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나 그 지급기준․지급액수 등이 매
년 달라지므로,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그 지급사유나 지급조건이 불확정․유동적으로 보일
뿐,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84)고 하여 해당 금품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
법원이 경영평가성과급의 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들이 모두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각각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Ⅳ.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검토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은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판단이 매
우 다양하다. 각 사건의 당사자인 기업들의 임금규정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서
로 다를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급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
8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83)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8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72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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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여기에서는 쟁점을 단순화하고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린 판결의 근거들을 비교적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선택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사
실관계가 거의 같은 사안에서 소가 제기된 각 법원들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기 때
문이다.
1. 삼성전자 1차 및 삼성전자 2차 사건의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산정 및 지급 방법85)
대상 사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목표 인센티브(TAI, Target
Achievement Incentive)와, 성과 인센티브(OPI, Overall Performance Incentive)가 있다. 목표 인
센티브는 1994년 이후 매 반기마다, 성과 인센티브는 2000년 이후 매년 지급해왔다. 회사는
2003년도에는 성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전자 2차 사건에서 법
원은 2004. 2. 2.경에 근로자들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1) 목표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방법
목표 인센티브는 사용자가 반기마다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다. 사용자는 각 사업부문과 사
업부가 보여준 재무성과와 사업부별 전략과제(이른바 ‘CEO 미션’)를 이행한 정도를 바탕으
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반기마다 그 평
가결과에 따라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상여계산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 대비 각 등급별로 비율을 달리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사업부문 평가와 사업부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는 목표 인센티브를 100%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D등급을 받은 조직에 소속된 근로자는 0%로 산정되어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
을 수 없었다.
사용자는 ｢HR 규정｣과 그 세부 기준을 정한 ｢급여·복리후생·근태 기준(이하 ’급여기준‘)｣을
시행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목표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며,
육아·임신·입영 휴직자 및 간병휴직자 중 간병휴직 후 90일 이내에 지급기준일이 도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 대상기간 중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휴직자는 지급하
지 않지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도 지급한다. 한편 지급기준일 현재
수습사원, 상병·부임·연수·난임·사사·기타 휴직자, 정직자, 상반기 지급시 6. 1., 하반기 지급
시 12. 1. 이후 경력입사 및 복직자(목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간 동안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기간은 상반기는 1.
1.부터 6. 30.까지, 하반기는 7. 1.부터 12. 31.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상반기 목표 인센티브
85) 아래의 지급 방법은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909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
2608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등에 기재된 기초사실을 종합하여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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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년 7. 8., 하반기 목표 인센티브는 매년 12. 24.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
급금액은 상여기초금액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지급 대상 기간 중 비근무
기간에 대하여는 대상 근로자별로 지급률을 월할로 차감해서 정한다. 또한 감급 이상 징계
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일정 비율 감액된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성과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방법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 Added, 세후
영업 이익에서 자본비용을 뺀 금액)의 일부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센티브이
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연
봉의 50%, 연봉제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들은 상여계산기초금액의 700%이다.
위 급여기준에 따르면 성과 인센티브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며, 육아·임
신·입영 휴직자 및 간병휴직자 중 간병휴직 후 90일 이내에 지급기준일이 도래하는 근로자
에게 지급하고, 지급 대상기간 중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휴직자는 지급하지 않는
다. 지급기준일 현재 수습사원, 상병·부임·연수·난임·사사·기타 휴직자, 정직자, 12. 1. 이후
경력입사 및 복직자(성과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간 동안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대상 기간은 1. 1.부터 12. 31.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매년 1. 31.로 규정되어 있다. 지급금액은 상여기초금액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
하여 산정하는데, 지급률은 먼저 지급률을 적용할 부서를 확정하고, 부장·수석급은 업적고
과에 따라 지급률을 가감하여 차등 적용하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차감한
다. 또한 감급 이상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일정 비율 감액된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한
다.
위 기준은 퇴직금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경조금, 실비변상적 지급액(교통비, 출장여비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
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목표·성과 인센티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가 사내
포털 게시판에 게시한 ‘HR 규정’에는 임금구성항목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급여
항목에 각 인센티브의 지급대상(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임직원 등), 산정기준, 지급
한도, 지급일 등이 규정되어 있다. 사용자는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각각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다.
2. 삼성전자 1차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삼성전자 1차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경영실적이나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로 봄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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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의 판단에 더하여 2심 판결에서는 특히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도 추가하여 판단하
고 있다.
(1) HR 규정과 급여기준의 규정 항목
급여기준에 각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지급 대상 기간, 지급금액을 산정하
기 위한 기초가 되는 지급률 등에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체결한 연봉계약서는 ‘개인,
조직의 업적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HR 규정도 각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
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각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보았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지급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
지만 사용자가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지급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광범위한 재량
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급여기준에는 성과 인센티브를 계산하기 위한 지급률이 구체적
으로 정해져 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경영목표 달성 사이의 대가적 견련관계
법원은,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사용자의 각 사업부에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할수록 각 사업부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줄 돈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발생 여
부나 그 액수는 개별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이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기보다
는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
상정책, 사용자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의사집행이 포함된 경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이 통
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
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혹
은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전반적인 경영성
과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그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보아
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 대가성을 부정했다.
(3) 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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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재직자 한정 조항을 근로 대가성 배제 요소로 보았다. 즉, “재직자 한정 조항이 존
재하면,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데,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
게는 지급하지 않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
이라면, 그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
체 판결86)을 근거로 들었다. 재직자 한정 조항을 통상임금 판단을 위한 고정성 배제 요소
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4) 관행의 존재
법원은 “기록상 사용자가 현재까지 각 인센티브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거의 매년 지속적으
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인센티브를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했
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5)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의 평균임금의 본질
법원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퇴직 등의 경우에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 퇴직
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87)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인센티브
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동일한 근로자
라도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의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되어 통상의 생활임금
을 기초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6) 각 인센티브의 지급 목적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의 내용을 판단하고 있다. 즉, “근로복지기본법
은 기업의 성과 배분 역시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근로복지기본
법의 규정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업이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
게 지급하는 것을 기업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임은 분명하고, 이는 기업의
성과 배분에 관하여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그 명칭(목표 인센티브, 성과 인센티브)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86)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8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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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표의 달성, 성과의 발생을 전제로 그 성과를 소속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성과의 배분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3. 삼성전자 2차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삼성전자 2차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1차 사건에서의 수원지방법원 및 수
원고등법의 판결과 달리, 다음과 같은 논거로 사용자가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
티브가 각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
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왔다고 인정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1) HR 규정과 급여기준의 규정 항목
법원은 “HR 규정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월급여, 상여, 인센티브·연차수당’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고, 다시 ‘부가급여’는 ‘고과 상여가급, 설 날·추석 귀성여비, 업무성과급, 그리고
각 인센티브’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급여기준은 의료비·학자금·주택 대부금·자녀건
강·경조사 지원 등은 ‘복리후생제도’ 항목에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각 인센티브는 ‘급여,
수당, 업무성과급, 설·추석상여, 퇴직금’과 같은 ‘지급기준’ 항목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을 각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라
고 판단했다.
(2)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경영목표 달성 사이의 대가적 견련관계
법원은 “어느 한 근로자의 근로만으로는 경영성과 달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모이지 않으면 피고의 사업 수행 자체
가 불가능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이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
정만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다. 즉,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제공한 협업 근로가 피고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협업 근로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피고 경영진이 설정한 경영목표나 경제적
부가가치 상으로는 그러한 근로제공 및 노력의 결과가 측정되지 않아 인센티브가 적게 지
급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들어, 실제로 지급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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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티브까지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또한, 급여기준에 따르면, 각 인센티브는 지급 대상기간 동안 1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에게만 지급되고, 지급대상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을 월할로 차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와 같이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각 인센티브 지급액을
차감하는 내용은 해당 금품이 산정 대상기간 동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했다.
(3) 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정 조항
급여기준에 따르면, 각 인센티브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휴
직자, 정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급일 재직자 한정조항은 고정성을 배제하는
표지이며, 고정성은 ‘통상임금’의 요소이지 ‘임금’의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88)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재직자 한정조항에 의해 고정성이 배제된다는 것
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 즉 임금, 나아가 평균임금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관행의 존재
목표 인센티브는 1994년 이후, 성과 인센티브는 2000년 이후부터 급여기준에 명시된 지급
률에 따라 규정된 지급 기준일에 지급되어 왔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각 인센티브가 회사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확고하게 편입되었고, 노사 간에 장기간 동안 그 지급이 당연한 것
으로 여겨질 정도의 인식과 확신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
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일정한 시기마다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이 대상기
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산정·지급할 의무를 부
담한다”라고 보았다. 사용자가 각 인센티브의 지급률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는 점만을 근
거로 사용자의 지급의무의 존재와 각 인센티브의 근로 대가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했다.
(5) 각 인센티브가 근로자들의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과 통상의 생활임금성
2차 사건 판결과 1차 사건 판결은 ‘통상의 생활임금성’이라는 평균임금의 핵심적 개념표지
에 대한 이해도 서로 달리한다. 2차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목표 인센
티브의 상한은 상·하반기를 합하여 상여계산기초금액의 200%, 즉 월 기준급의 240%에 이

88)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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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성과 인센티브의 상한은 계약연봉의 50% 혹은 상여계산기초금액의 700%, 즉 월 기
준급의 840%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각 인센티브가 대상 근로자의 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근로계약의 본질에도 반한
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 직
전 어느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오랜 기간 매년 지급되어 왔고,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각 인센티브의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평균임금 산
정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
취지가 오히려 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용자는 각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는데, 이는 해당 금
품이 근로의 대가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7) 각 인센티브의 지급 목적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근로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협업을 위한
노력을 장려함으로써, 각 사업 부문 및 사업부별 경영목표를 달성하게 하고(목표 인센티브)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성과 인센티브) 각 인센티브를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협업을 위한 노력
을 포함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개인성과급과 본질적 성격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했다.
4. 법원의 판단에 대한 검토
(1) HR 규정과 급여기준의 규정 항목
HR 규정과 급여기준 상의 각 인센티브 규정의 존재가 사용자가 해당 인센티브를 근로자에
게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하여 삼성전자 1차 사건의 판결과 2차 사건 판결의
결론이 나뉜다. 삼성전자 2차 사건에서 법원은 위 규정들의 존재가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각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HR 규정과 급여기준의 규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이해하면, 이 규정들은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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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명시할 뿐이라는 것
이다. 오히려 부서별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서는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급여기준 내의 퇴직금 항목에서는 각 인센티브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들의 법적성격을 취업규칙
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사항은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
업장 내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이 징표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의 존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특정 금품의 근로 대가성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
이의 합의로서 충분히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들에 각 인센티브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각 인센티브가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센티브들의 근로
대가성을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근로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는 요소들, 즉 지급률에
따른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률 및 지급액수, 지급 여부 등
에 대한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
전자 1차 사건의 판결과 같이 HR 규정과 급여기준의 내용이 각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경영목표 달성 사이의 대가적 견련관계
각 인센티브의 대가적 견련관계에 관해서도 삼성전자 1차 사건의 판결과 2차 사건 판결의
결론이 서로 다르다. 2차 사건에서 법원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생산성 향상을 위
한 노력이 모이지 않으면 피고의 사업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개별 근로자들이 경영성
과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경영환경이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성과가 변동하므로 이에 따
라 해당 인센티브의 지급액수가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근거
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았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89)이어야 한다. 근로제공의 질이나 내용, 양에 따라 지급되는 사용자
가 지급하는 금품이 그에 연동하여 증감, 변동된다면 그와 같은 대가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인센티브들은 사업장 내 규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평균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의 질이나 내용, 양
에 따라 그에 연동하여 증감,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차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8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 19256 판결;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
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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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지급대상기간 동안의 세계 및 국내경제 상황, 동종 업계 동향, 전 세계 각국의
외교·통상정책, 사용자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의사집행이 포함된 경영판단 등 개별 근로자들
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이 해당 인센티브의 증감 변동과 지급 여부에 미치고, 그에 더
하여 부서별 성과평가가 지급 액수와 지급 여부 결정에 다시 한번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하
면 근로 제공과 해당 금품 사이의 대가적 견련관계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근로 대가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고려하게 되는 계속성, 정기성, 일
률성 표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근로 대가성을 그 표지의 적용을 통해 긍정하기 어렵다.
부서별 차등, 개인별 차등이 존재하여 일률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일률성은 통상임금 해
당성을 부정하는 표지가 아니라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표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일률성의 존재가 긍정될 수 없는 해당 각 인센티브들은 근로
대가성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한편, 삼성전자 1차 사건에서 법원은 급여기준에 규정된 각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지급 대상 기간,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지급률 등이 “각 인센티
브를 지급해야 할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경영성과의 달성이라는 불확정한 조건이 달성되
는 것을 조건으로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정지조건
부’ 성과급 지급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조건 이이 성취되는 경우에도 사
용자에게 확정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정지조건과는 다
르다고 보아야 한다.
(3)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급률 월할 차감
대상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률을 월할하여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월할 차감 규정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 지급 사이의 견련관계를 긍정하는 근거는 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
냐하면, 월할 차감된다는 뜻은 특정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차감되는 월에 속해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대가가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일
할 차감이 아니므로, 특정 월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 전체가 지
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월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 월 전체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로의 대가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월할 차감 규정은 오히려 근
로 대가성을 부정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급여규정에는 월할 차감 조항뿐만 아
니라 지급하지 않는 기준들도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 사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
로 인식하지 않고 특정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근거로 지급되는 금품 전체의 근로 대가성을
인정하는 판단과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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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일 현재 재직자 한정 조항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급여지급 규정에 재직자 한정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정성 배제 요소인 동시에 근로 대가성 자체를 배제하는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직자 한정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되는 금품의 근로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각각 지급일 현
재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당 각 인센티브
들의 근로 대가성은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성전자 2차 사건 판결에서 법원이
“고정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일 뿐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
은 재직자 한정 조항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5) 관행의 존재
삼성전자 2차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피고 회사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확고하게 편입되었고, 피고 회사 노사 간에 장기간 동안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인식과 확신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았다. 즉 해당 사업장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
를 구속하는 법원(法源)으로서의 관행의 존재를 긍정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법원으로서의 관행의 존재 여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해당 사건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
가 급여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03년도에 성과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둘
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주장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경영상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점
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규범적 확신이 있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삼성전
자 2차 사건의 판결에서 법원이 규범적 인식과 확신의 형성을 긍정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6) 각 인센티브가 근로자들의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과 통상의 생활임금성
삼성전자 1차 사건에서 법원은 “각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동일한 근로자라도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의 액수
가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되어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
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라고 보았다. 반면 2차 사건의 법원은
“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산입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 직전 어느 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오랜 기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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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지급되어 왔고, 근로자들의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각 인센티브의
액수에 다소간의 변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통
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한다’라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오히려 몰각된다”
는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다.
특정 인센티브가 반드시 지급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평균적인 인센티브 지급액수를 포함하
여 산정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인센티브가 평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 근로자 개인
의 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근거로 통상의 생활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이를 평균
임금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초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
과 같이 보장하려는 평균임금제도 및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90)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언제인지에 따라 수령액의 격차가 크게 변동된다면, 이
는 “통상”적인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통상”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결국 “연중 퇴직 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의 액수가 큰 폭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오히
려 해당 금품이 평균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지
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91) 사용자
가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삼성전자 2차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
단92)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가 얻는 수입인 근로소득이라 하
더라도 그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제공과 금품지급 사이
의 근로 대가성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
품에 대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산정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8) 각 인센티브의 지급 목적

90) 이광선,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제34호)｣, 2021, 406쪽.
91) 박지순·이진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제49집)｣, 2020, 176쪽.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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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차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근로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협업을 위한 노력을 장려함으로써, 각 사업 부문 및 사업부별 경영목표를 달성하
게 하고(목표 인센티브)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성과 인센티브) 각 인센티브를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각 인센티
브는 협업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로
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의 대가로 인
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급 목적이 근로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근로의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부서간 협업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용자의 금품 지급의 목적은 오히려 대상 금품의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인
식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밀접하게 연관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Ⅴ. 맺음말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과 관련된 문제는 소위 개별적 성과급의 임금
성 문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부서별 또는 사업단위별 목표달성 여부 및 성과
에 따라 집단적으로 사정되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과는 유사성이
크다.
앞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임금성 판단을 위한 이론적
근거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검토를 토대로 근로 대가성 판단에 있어서
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즉 근로의 대가라는 것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서로 쌍무적,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는 점, 그와 같은 근로 대가성 판단에는 해
당 금품의 지급 목적, 산정방법과 지급방법의 실질적인 모습,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와 같은 근로 대가성 판단을 통해
서도 근로 대가성 인정 여부의 확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금품의 지급이 계속적, 정기
적,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충적, 부가적으로
판단하여 근로 대가성을 간주하게 된다는점, 그중 일률성은 통상임금 판단 표지가 아니라
근로 대가성 판단 표지라는 점, 재직자 한정 조항은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한 고정성
배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근로 대가성 배제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내의 여
타 근로조건 규정들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의 여지가 매우 크게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상대적으로 큰 합의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합의를 한 당사자의 신의에 따른 성실한 합의 준수 의무가 강하게 요청된다는 것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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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와 사업장 규범을 해석함에 있
어서도 이러한 관점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각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사례인 삼성전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판결을 선택하여
각 논거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HR 규정과 급여기준에 목표 인센티브 및 성과 인센티브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규
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 지급할 경우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 경영상 목표 각 인센티브는 경영성과 달
성과 부서별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변동되고, 목표 달성이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와 해당 조건이 성취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지급의무 발생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대가적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각 인센티브 지급의 일률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재직자 한정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근로 대가성이 부정된다는 점,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률을 월할하여 차감하도록 하는
규정은 일할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로 대가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인센티브 지급과 경영성과 달성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명확한 규범적 확신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인센티브 지급 청구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관행의 존재
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언제인지에 따라 수령액의 격
차가 크게 변동된다면 이는 통상적인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임금 제도의 기
본 목적인 “통상의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각 인센티브를 지
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이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라고 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하여 근로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협업을 위한 노
력을 장려함으로써, 각 사업 부문 및 사업부별 경영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경제적 부가가치
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는 인센티브 지급 목적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이 통일되고 일관성 있으며, 명확한 법리
에 기초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서로 다른 판결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에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이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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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대가성 판단과 관련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성 있는 근거에 입각하여 경영성과급
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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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남 궁 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준희 박사님의 발표에서는 최근 여러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발표는 최근 문제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
고 당연히 평균임금성도 부정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표문에 제시된 주요
근거를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재구성해보았습니다.
○ 먼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

첫째, 사안의 사용자에게 해당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경영성과급과 관련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
동관행 등 법원法源의 해석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즉 주관적 차원의 문제/case-by-case). 발표
문은 사안의 경영성과급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 집중했습니다.
•

사안의 HR규정과 급여기준 상의 각 인센티브 규정은 동 금품의 산정 및 지급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 금품 지급의무의 창설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①-1)
•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법원法源으로서, 경영성과급 지급의무를 근거짓

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①-2)
-

둘째,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경영목표 달성 사이의 대가적 견련관계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이는 경영성과급이라는 금품이 갖는 객관적·일반적 성질과 개별 사안의 경영성과급의
구체적 특성을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객관적 성질] 어떤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함. 그런데 사기업의 경영성과
급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근로자 집단의 총 근로의 투입을 기반으로 기업가의 경
영적 판단, 기업 외부의 시장 상황, 국제정세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
수의 복합적 작용에 따라 1차적으로, 그리고 부서별 성과평가에 따라 2차적으로 결정
됨. 따라서 대가적 견련관계는 매우 희박해짐(②-1).
•

[개별적·주관적 특성] (지급방식) 분석한 사안의 기업성과급(‘목표 인센티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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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인센티브’)은 (일할이 아닌) 월할 차감 규정과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바, 이는 동 금품의 근로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인 점(②
-2); (지급목적) 또한 인센티브의 지급 목적이 근로의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부서간
협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동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가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②-3)
○ 다음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부정하는 근거도 2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다만 이는 이론적으
로 임금성 인정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됨).

- 첫째, 경영성과급이 근로자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오히려 해당 경영
성과급이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는 점(③-1)
- 둘째, 사안의 급여기준 내 퇴직금 항목에서 각 인센티브들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고 명시되었는데, 이 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를 징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정 금품의 (평균)임금성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성 배제의 법률효과가 부여되어야 하는 점(③-2)
○ 이상은 제가 이해한 박사님의 논증을 제 나름의 방식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박사님의 입장에 고개를 끄덕였고 설득이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발표된 여러 문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모두 탄탄한 법(이론)적 근거 하에 치밀한
논변을 전개하며 상이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1) 문헌을 하나하나 읽어갈 때마다 바로 전
까지 정립한 제 나름의 관점을 지켜내는 데 무척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하의 질문은 그러한 저
의 고민 중 특히 어렵고 발표문과 관련되는 것들을 추려낸 것입니다.
- 첫째, (①-1), (①-2)와 관련하여 법률문서로 명시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성과
급의 지급의무를 순수하게 노동관행으로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며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노동관행의 성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일정 액수의 경영성과급을 거의 매년 지급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이를 감안해 근로계약, 취
업규칙, 및/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기업성과급의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을 해석한다면 동 규정에
서 지급의무까지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
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둘째, (②-1), (②-3), (③-1)과 관련하여 근로관계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의 특성을 가진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의욕 고취, 동기부여, 애사심 증대와 같은 경영성과급의 명시적/묵
시적 목적과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전보상이라는 임금의 본래적 속성이 예리하게 구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1) 본 발표문의 참고문헌에 수록된 모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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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1) 우선 성과를 지향하는 조직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급여

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노동관행을 통해 그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기업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경조사비 지원 같은 순수한 은혜적·호의적
급품과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2)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도 임

금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3) (②-3) 또한 일
반 민사법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특히 근로계약관계처럼 상
호신뢰가 중요한 인격적 관계에서, 쌍무적 견련관계는 확장되어 이해될 수 있다고 봅
니다.4) 설령 경영성과급이 지급시점 이후의 근로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다 하
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대가성 자체를 부인하여 임금성을 조각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③-1)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자체는 긍정하더라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법적 결
론을 도출하는 실정법적 근거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임시로 지급된 임
금”을 제시합니다.5) 혹은 이러한 시행령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통상의 생활임금’을
구하기 위한 도구개념인 평균임금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
호의 “평균임금” 정의규정 안의 “임금”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의 ‘법문의 가능한 의미’와 비교해― 목적론적 축소를 통해 경영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6)7)
•

따라서 개념적으로 [㉠임금성도 부정되는 경영성과급]―[㉡임금성은 인정되

지만 평균임금성은 부정되는 경영성과급]—[㉢평균임금성까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
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극히 대부분의 경영성과급이 해당될 ㉠과 ㉡을 구
별하는 실익, 즉 평균임금성이 문제 되지 않고 오로지 임금성이 문제 되는 경우는: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청구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사안,8) ⓑ 기간제, 무기
2) 박종희(2019),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전합)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8, p.
235.
3)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4) 예컨대 매도인이 물품공급을 계속하는 도중에 매수인이 지체에 빠진 경우 이미 이행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나머지 물품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매도인에게 인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미 공급된 물건의 대금지급과
앞으로 이행해야 할 물품공급 사이에 상환관계(견련관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 근거는 신의칙에 기초한 민법 제536조의 유
추적용이 된다. 김형배(2001), ｢채권각론｣, 박영사, p. 157.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법학방법론에서 ‘법문의 가능한 의미’ 개념과 ‘목적론적 축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영환(2009),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권, pp. 1-28.
8) 예를 들어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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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등을 구분하여 또는 정규직 내에 직군이나 직종을 구분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경우 임금차액을 청구하거나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
안, ⓒ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
할 필요가 있는 사안” 등이 있습니다.9)
•

‘대가성’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 셋째, (③-2)와 관련하여 특정 금품의 임금성, 평균임금성, 통상임금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서 해당 관계당사자의 합의가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는지(혹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의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문단이 등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관련한 규정이 […]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여지를 폭넓
게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
는 여지는 근로시간에 관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임금의 액수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액수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규정들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액수의 하한 이상이
기만 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임금 구성항목에 근로기준법상 임금규정의 해석을
통해 마땅히 포함되어야만 하는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유효성은
인정된다.4)

저는 근로기준법의 편면적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임금 관련 합의가 최종 액수
에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상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개념
에 객관적으로, 즉 법관의 관점에서 포섭되어야 하는 금품을 제외할 수 있는 합의는 불가능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 인용 문단 마지막 각주 4)에 표시된 대법원 판례의
중간에 등장하는 진술이 선뜻 이해·납득되지 않았습니다.10) 다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11)과 김창석 대법관의 별개의견12)은 이 쟁점에 대해 좋
은 대비를 이루어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발제자의 견해는 김창석 대법관과 유사한 것
으로 짐작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개념(강행규정)의 해석과 사안의 금품에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합의)의 관계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평균임금성, 통상임금성을 부정

9) 임상민(2021), 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성, 사법, vol. 1, no. 55, p. 1105.
10)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1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
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
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1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관 김창석의 별개의견: “(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그 실질에 따라 통상근로(소정근로)에 대한 임
금과 총 근로(통상근로와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는 전체 근로를 의미한다)에 대한 임금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은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일 수밖에 없고 어떤 임금이 총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
에 대한 대가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사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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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규정이 만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있을 경우 그 효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 발제문을 읽고 토론문을 준비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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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의 입법동향과 주요 쟁점
한 인 상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I.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정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미리 정하여 사용자
가 정해진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노사 임금의 최저수준을 미리 정하는 방
법은 국가에 따라 주체와 방식 등 다양하며, 각 방식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노·사·
공의 3주체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상황
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결정기준으
로 제시된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경제 및 사회 관련 지표나 자
료 등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이나 경제적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해 노·사·공
의 위원들이 오랜 논의와 교섭,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
정·고시한다. 이때 국가의 정책 기조나 방향이 투영될 수 있으며, 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은 교섭의
산물로서 경제·사회에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치기도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
로 노동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는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영향이 고
려되어 최저임금액이 조정되기도 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예산 지원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1).
최근 최저임금법을 둘러싼 입법 경향 및 논의의 쟁점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인상 문제를 법률 개정
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관련 최저임금법의 개
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법을 다룬 최저임금법령의 개정, 국적별·업종별·지역
별·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제 도입 관련 개정 논의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
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경우 우리는 마치 제도가 미비하거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평가하고2) 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
금의 시간급 환산 방법 문제는 이미 법령 개정이 단행되었고,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
1)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일정한 인건비
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채준호/우상범,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영실태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110쪽.

200

최저임금법제의 입법동향과 주요 쟁점

으로 판단하였다3).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이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결정을 보정하기 위해 서둘러 단행한 법령 개정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입법(立法) 활동은 기본적으로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원리이나 최소한 최근 최저임금법 관
련 입법 경향이나 논의는 법적 안정성이나 법률의 영속성 등의 원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률의 제·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가치의 하나라는 점
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현실 여건상 정책이 법률로 입안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유무를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입법을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
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음에는 입법이 내용적으로 타당한가를 고려해야 한
다. 정책 목표의 달성가능성, 공익과 사익의 조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등 입법내용의 타당성은
수범자인 국민이 법률을 신뢰하고 따르는 전제가 된다4).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되었으
며,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제도적 특징과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 및 수준의 변화 등을 간략
하게 살펴보고, 최근 최저임금법령상 주요 입법적 쟁점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II. 최저임금의 결정 사례 및 최저임금 관련 현황
1. 국내 최저임금 결정 절차 및 결정 사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매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
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모든 업종에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된
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게 최저임금 심의요
청을 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내 생계비 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
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해야 한다. 제출된 최
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심의 요청이 없으면 최저임금안이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고
시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
는데,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어 받
아드려진 경우에 재심의 요청이 가능한데, 몇 차례 노동계나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재심의가 요청된 전례는 없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
계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사기진작,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제도적 목적을 위해 심의·의결의 참여 주체는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의·의결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의 3주체의 합의 하에 최저임금이 심
의·의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때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공익위원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기 위해 조정적 역할을 수행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면서 의견을 접근시켜 왔으나, 원만한 합
의 하에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5). 이러한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 기회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최저임금을 결정
할 수 있다는 위원회 방식의 장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3) 헌재 2020. 6. 25. 선고 2019헌마15 결정; 헌재 2021. 12. 23, 선고 2018헌마629 등 전원재판부.
4)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019,
5) 거의 많은 사례에서 사용자 위원 또는 근로자 위원 등이 집단으로 퇴장한 이후에 표결이 처리되는 사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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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영향률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12년~2017년간 약 6%에서 8% 내
외의 인상률을 보이다가 2018년, 2019년 각각 10%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특히 2018년은 16.4%라
는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다가 2020년, 2021년, 각각 2%대, 1%대 인상률에 그쳤다. 같은 기간 최
저임금 영향률은 모두 13%를 상회하였는데, 특히 2016년 이후 영향률은 18.2%, 17.4%, 23.6%, 25%,
20.7%, 19.8%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2019 영향률이 25%을 보이는데,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
한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변동추이>

주: 영향률 = 수혜근로자 수/적용대상 근로자수×100, '02.9-'03.8 적용 최저임금 심의 시부터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 등을 이용하여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 추정(이전에는 상용근로
자임)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재인용)

최근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요 논거로 제시되는데, 실태적으로 2018년,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 10.9%
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20년과 2021년 인상률은 2.87%, 1.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값 및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각국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할 때, 많이 활용하는 지표가 전일제 근
로자의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다. 즉 최저임금을 해당국의 임금분포와 관련하여
상대화시켜 보여주는 방법이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값 또는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다. 우리나라
의 최저임금은 2015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값 대비 0.38%로 비교대상국가 중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으며, 중위값은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그다지 낮지 않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8
년,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컸던바,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값 및 평균값 대비 비율이 크게 개선되
었다. 2019년 기준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63,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49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비율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비교대상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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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의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값 및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Country
Australia
Belgium
Canada
France
Germany
Japan
Korea
Netherland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평균값
/중위값
Mean

2015

2016

2017

2018

2019

0.44

0.47

0.47

0.47

0.47

Median

0.53

0.54

0.55

0.54

0.54

Mean

0.40

0.39

0.40

0.40

0.40

Median

0.46

0.47

0.48

0.47

0.47

Mean

0.40

0.40

0.41

0.45

0.45

Median

0.45

0.46

0.46

0.51

0.51

Mean

0.50

0.50

0.50

0.50

0.50

Median

0.62

0.62

0.62

0.62

0.61

Mean

0.43

0.42

0.43

0.42

0.43

Median

0.48

0.47

0.49

0.48

0.48

Mean

0.34

0.35

0.36

0.37

0.38

Median

0.40

0.40

0.42

0.43

0.44

Mean

0.38

0.40

0.41

0.46

0.49

Median

0.49

0.50

0.53

0.59

0.63

Mean

0.39

0.39

0.39

0.39

0.39

Median

0.46

0.47

0.47

0.47

0.47

Mean

0.41

0.44

0.44

0.45

0.46

Median

0.49

0.53

0.54

0.54

0.55

Mean

0.25

0.25

0.24

0.23

0.22

Median

0.36

0.35

0.34

0.33

0.32

자료: Data extracted on 17 Aug 2021 02:25 UTC (GMT) from OECD iLibrary

III. 최저임금법 최근 ‘개정’ 관련 주요 쟁점 분석
1.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최저임금법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
액을 하회하는지 판단하는 범위로서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금품의 액이 그 해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액
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이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은 그해 결정 고시된 최저임
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입법자들은 2018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여 최저임금에 산
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입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이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의 비율은 연차별 단계적으로 축소하
여 2024년 이후부터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
게 되었다. 또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
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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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서 제기되곤 하였던 쟁점이나, 관련 논의가 활성
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다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2018년 적용)
이 심의·의결되면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산입범위 조정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
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
는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경영계는 법정 최저임금과 현실적으로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사이의
간극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함에도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
과 함께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 등을 산입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경영계는
2018년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과 부작용을 이유로 더더욱 강하게 주장하였다.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
대하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전문가 그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는
데,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방안과 관련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
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른바, 소극설)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른바 적극설)이 있었다. 또한 복리후생적 임금의 산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
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6)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의 신설 등의 개정은 적법절차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근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동 개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근로권
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것이 노
조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7). 이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의 입법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기본급 이외에 업적, 공헌도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
품 중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 임금으로서, 그 구체적
인 내용이 하위 법령에 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돕거나 이를 윤택하게 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행복과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
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근로자
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은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최저임금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근로자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
화하고자 한 것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
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받는 임금총액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산입수준의 제한을 통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상당 부분 차단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전반적으로 위 조항들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6) 헌재 2021. 12. 23, 선고 2018헌마629 등 전원재판부.
7) 다만,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는 일부 재판관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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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자단체를 통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이 사건 산입조항 및 부칙조항의 실효성
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매월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
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규모나 그 영향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
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되는 정도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
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
정 및 특례조항의 신설을 둘러싼 입법과정은 긴박하게 진행되었는데, 관련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나 개
정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특례조항의 신설
로서 근로자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장래 근로조
건 변경 법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이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사용자의 일방
적 근로조건 변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서 단체교섭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는지, 상여금
25%·복리후생비 7%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필자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저임
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는 낮다는 전만 의견8)가 있다.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목적이라
고 밝히고 있다9). 또한 당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이 제도의 불합리한 지점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최
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2020년, 2021년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영향과 관련하
여, 최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현행 소득 감소)는 연구결과10)가 제시
되었다. 이 연구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명목 임금 수준을 높이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앞으로 6년간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고와 마찬가지
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전반적인 임금구조의 지체와 지연, 저하 경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규범적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이번 관련 개정은 산입범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를 위한 규범적 필요성뿐만 아
8) 김홍영,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 『노동법학』 제6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41쪽.
9) 그러나 당시 법안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였던 한 법안심사위원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부터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도록 하자는 취지, 사용자들에 의한 최저임금의 적극적 인상 수용, 노동계의 임금체계 단순화
선호 의미 부여”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201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둔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
자 실질임금 삭감 효과 논란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입법적 피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매일노동뉴스,
2019. 8. 7 보도자료).
10) 이정아/한수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현황 분석」,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한국노총, 2021,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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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완화 및 임금체계 단순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 후자의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교섭
을 통해서, 임금체계의 단순화 역시 노사자치를 통해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 기준 명확화와 월 환산액 산정 신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 31.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제5조 개정, 제5조의2 신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주급)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월급)’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월 환산액을 산정하는 산정 방법을 신설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급을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그 금액을 ‘1주 최저임금 적
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는데, 이때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수와 근로
기준법 제55조제1항(주휴일)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포함되어 있다. 월급을 시간급 최저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위의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
눈다. 월 환산액의 산정은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는데,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위
에서 제시한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관련 최저임금법령 개정은 월급 등의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대한 해
석상 논란11)을 해소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상여
금 25%, 복리후생비 7%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규정됨에 따라 월 환산액의 산정 방법을 명
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 등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으로 환산할 때, 월급을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
다. 고용노동부는 시간급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
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12).
그러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노사 간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누어지는데, 노동계는 관련
개정을 환영하며 성실한 이행을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이 월급을 시간급 환산으로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면 되고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13)에 반한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재정적 타격을 우려하였다. 특히 경영계는 단기간의 과
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당면한 기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초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모두가 포함되어 있
11)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
로자의 시간급 계산시간 수에 소정근로시간수와 유급처리시간(유급휴일시간)수를 합하여 산정하여 왔다. 이와는 달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간급 환산 시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12)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매년 시급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해 왔으며, 최
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일급·주급·월급)이 시급이 아닐 경우에 이를 시급으로 고치기 위한 방법을 대
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종래 시행령 제5조는 일급·주급·월급을 시급으로 고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소정근
로시간 수’로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통상임금의 계산방식(1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는 1주 소정근
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포함됨)을 준용하고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행정지침
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시간 수’에 ① 소정근로시간과 ② 유급처리시간(유급휴
일시간)을 합산하여 왔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2009. 12. 28 근로기준과-5970, 임금근로시간
정책팀-3468, 2014. 12).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 고시부터 시급 이외에 ‘월 환산액’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 수’를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적용하고 있다.
1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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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14)를 추가로 반영하여 약정휴일에 따른 시간을 제외하여 법정 주휴일에 따른
유급 처리 시간만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었다. 결국 주급, 월급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계산할 경
우 분모에는 법정주휴시간수는 포함되고 약정유급 휴일의 시간수는 제외되었다. 결국 월급여 중에서 최
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
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며(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 시간 수에
도 역시 제외된다.
<최초 입법예고안과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구분
제5조(최저
임금의 적용
을 위한 임금
의 환산) 제1
항
1. 일(日) 단
위로 정해진
임금

2. 주(週) 단
위로 정해진
임금

3. 월(月) 단
위로 정해진
임금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
정

현행

입법예고안

개정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
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
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
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

-

-

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
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
간 수 (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
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
로 나눈 금액

-

눈 금액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산정기

간 수 (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

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눈 금액

나눈 금액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산정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시간 수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

기준 시간 수(1주의 최저임금 산

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

정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 평균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

수)로 나는 금액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나눈 금액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나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제3호 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 제1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항 제3호{월(月)단위로 정해진 임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

금}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산

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정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최근 최저임금법령 관련 개정 사항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신설한 내용은, 기존 최저임금 적용 관련 환산 기준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를
해소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상여금, 복리후생비의 포함)에 따른 월환산액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 단행되었다. 그러나 월급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준수 여
부 문제가 주요하게 대두되고 법령이 개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1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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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9%)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래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시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기준
시간 수를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기준 논의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분모에 포함시키느냐,
제외시키느냐가 크게 부각되었는데,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논란이 법령을 정비하는데 역시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1대 국회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기준을
모법인 최저임금법에서 규율하면서 주급 또는 월급을 시간으로 환산할 때 유급주휴일의 시간도 제외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동 법률안15)은 시행령 개정에 반
대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16)에서, △최저임
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법정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지의 문제
는 종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
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주휴수
당은 주휴시간에 대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시 수정근로시간 수 외에 법정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는 것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 △근로
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 모
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IV.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쟁점별 분석
1. 최저임금의 결정 관련
법정최저임금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각 국가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결정 주체, 결정 절차
등이 다양한데, 국가마다 이렇듯 결정 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각각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고 개별 국가마다 노사관계, 임금결정의 관행, 입법체계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1) 최저임금의 결정 및 갱신 주기
우리나라는 매해 8월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1년의 최저임금의 갱신 주기를 가지
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갱신 주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제21대 국회에는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개정하여 최저임
금 인상 효과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률안17)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동 법률
안은 주요국 중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사례는 다음 연도 적용된 최저임금을 매해 결정하고 있는 반면, 독
일은 최초 최저임금의 적용 기간 자체를 2년으로 설정하였고, 최근 다음 다음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미
리 결정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달리 인상
된 금액을 결정·고시하였다. 최저임금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의 임금실태·생계비·전
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8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01).
16) 헌재 2020. 6. 25. 선고 2019헌마15 결정.
1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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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때 현재의 결정 및 갱신 주기인
1년은 최저임금을 긴급한 경제 위기 등 경제 상황의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 탄력적 대응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2)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 기준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4조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
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기준에서 2005년 개정으로 ‘소득분배율’이 추가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2005년 당시
관련 규정의 개정 취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
다. 한편 현재의 방식은 현행법상 결정기준을 각각 개별적으로 검토·취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
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재량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제131호 협약 및 제135호 권고는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와 가족의 필요
(needs), 일반적인 임금 수준(general level of wages), 생계비와 그 변화 추이(the cost of living
and changes therein),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다른 사회적 집단의 상대적 생활 수
준(the relative living standards), 경제 개발·생산성·고용 수준·지불능력 등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18)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국가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은 약간의 차이
가 있는데,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일본은 ‘사업별 임금지급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고려할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어떠한 자료로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 전문위원회의 자료 이외에 노동계 및 경영계에
서 제시한 자료를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인지, 산출된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선택할 것인지 등과 관련
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고, 매해 이를 둘러싼
힘겨운 줄다리기가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시에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경제성장
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 기초
자료로 제공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보고서’에는 경제성장률 등이 결정기
준을 분석하는데 반영되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의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 등
이 활용지표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의 공식지표에도 물가상승률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결정기준에 추가하더라도 결정기준 산출 결과에 대한 기본
적으로 신뢰가 없다면, 여전히 합리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현행 결정기
준의 산출 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19)을 제고하는 것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생
각한다. 각각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 요소로 제시한 기준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물가지수,
고용, 임금통계 등을 활용하여 고용률 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18) “economic factors, including the requirements of economic development, levels of productivity and the
desirability of attaining and maintaining a high level of employment”.
19) 이때의 투명성은 결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각종 지표의 투명성을 의미하는바, 교섭·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내 교섭 및 심의 과정의 공개 및 투명성은 어떠한 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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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저임금 결정 주체의 변경
우리나라는 노동계·경영계·공익(전문가)위원 등 3자가 참여하는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최
저임금(안)을 정부가 결정·고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로
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예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은 본인이 소속된 조
직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며 통상 심의·의결은 관행적으로 전원합의제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식은 노·
사·공익위원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현실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최저임금을 결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조정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부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였다20). 현재의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
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주체를 이원화하
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매해 최저임금액의 상한·하한의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때 구간
설정위원회는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심의구간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 각 7인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 7인은 국회 4인, 정부가 3인
을 추천한다.
결정체계 이원화의 목적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가 있으나, ‘옥상옥의 우려’, ‘구간설정 과정에서 전초전이 벌어질 가능성’,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성·독
립성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 방안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구간설정 과정에 노
사가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불균형 초래(한국노총), 전문가 위원
뒤에 숨어 정부책임 회피하려는 수단(민주노총)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제도
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중소기업중앙회)이라는 논거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이다.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전문가들 중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가와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지금까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체계 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
정에서 노사 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 공익위원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바, 소모적인 사회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위원회 방식이 효율적·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위원에 대한 신
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는 위원회와 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결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영국의 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 및 직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21). 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조직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하며 관행상 전원
합의제로 결정한다. 결국 결정 주체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각 위원회의 위원의 독립성, 전문
성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각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는 확보하기 어려우
며, 최저임금액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결정 구조의 이원화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2).
20)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및 참고자료」(2019. 1. 24).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8877)이 제20대 국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 채준호/우상범,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영실태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114면 이하. 영국의 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선출 및 임명 방식 역시 특징적인바, 위원은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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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는 표현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아닌 복합적인 최저임금 체계로 이해할 수
도 있고, 단일 최저임금 체계 내에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등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최근 국내 논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역별, 업종별, 국적별로
달리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으로 이해되는바, 전자에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기본적으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simple minimum wage system)와 달리 복합적인 최저임금
체계(complex minimum wage system)는 단일 최저임금에 부가하여 분야 등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의 쟁점,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이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저하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주된 취지와
목적에 비춰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적절한 지적이 있었다23). 이하에서 국적별·업종별·지역별·사업장 규
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
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식 제공
등 현물급여나 현물급여성 경비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1802073)이 제18대 국회에 발의된 바가 있었다. 결국 당시 이 방안 역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별다른 입법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가 주요한 하나의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대두되
었는데, 역시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계기가 되었다24). 이러한 점에서 입법 논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 영세사업장,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
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제20
대 국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
수의 법률안25)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적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제도적으로 외
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 제외하거나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국내 일부 언론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입법례로서 일부 국가가 소개되기
도 하였으나, 이는 해당 국가가 전국적·통일적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거나, 개별 국가의 외국
인노동력에 대한 인력정책의 차이, 업종별 및 업무상 특징에 의해 결과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결과적
으로 저임금 사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홍콩은 가사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령’(Minimum Wage Ordinance, Chapter 608 of the Laws
of Hong Kong)이 적용되나, 홍콩 정부는 외국인인 다수인 입주(入住)가사근로자에게는 별도 낮은 수준의

22) 박귀천,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 『노동법학』 제6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73쪽.
23) 조상균, 「최저임금의 적용 차등화 방안 연구」, 『노동법학』 제6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8, 101쪽.
24) 2017년 여름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된 이후 경영계와 언론, 정치권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이후 2017년, 2018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문제를 다룬 언론 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818, 의안번호 2021025, 의안번호 2018548, 의안번호 2016968, 의안번호
2015000, 의안번호 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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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Minimum Allowable Wage)을 두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임금제
를 둔 것이 아니라 ‘입주 가사 근로’라는 업종·업무상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
싱가포르 사례가 소개된 바 있으나, 싱가포르는 국가적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국내 소개되기도 하였으
나, 일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본의 외국인력정책에
기인한 것이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고용허
가제나 노동허가제를 운영하지 않고 외국인기능실습제도(과거 우리나라 산업연수생제도와 유사함) 등을
활용하고 있는바, 일본 최저임금제도에서는 시용()用) 사용중인 자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등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인 근로자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수는 있으나, 제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생각건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국적
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원칙을 밝히고 있는 국제기준26)과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
로기준법 등 국내 현행 법령27)에 반한 소지가 크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
제는 규범적·제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다. 예컨대,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
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내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28). 유사한 사례로
서 캐나다가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
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점29)을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업종별 최저임금제도 시행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최저임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제4조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시행
한 이후 첫해 업종별 최저임금제가 시행하였을 뿐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30). 경영
계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지 않았던 업종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는데, 역시 최저임금
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되었다. 경영계는 업종 간 상이한 경영
여건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축소를 완화하여 생계보호 관점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뿐만 아니
26)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2조 및 제23조(모든 인간은 국가적 출신 ...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권리
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차별 없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의 권리를 가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1990년) 제25조의
1(이주노동자는 급여 및 다른 근로조건 등 자국민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1958년) 제1조 및 제2조(출신국에 의해 행해지는 배제, 차등 등은 고용과 직업에서의 기회 또는 처우의 균등
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차별이며, 회원국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저액을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다).
27)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최저임금법 제6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8) 이규용 외 5인,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4, 85면 이하. 이 연구에 따르면, 유사
한 일을 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산성 차이보다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
해 내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내국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9)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인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 채용 유인 요소를 제
거하였다. 기존 캐나다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약 5~15% 수준까지 낮은 임금이 허용되었다.
30)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는데, 첫해 10인 이상 제조업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최저임금
액을 결정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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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별 구분 적용, 연령별 감액 적용도 함께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
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경우 업종에 따라 저임금
상태가 심화되고,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한다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업종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 현 정부 초기 최
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는데31), 당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서는 다수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타당성, 낮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업종에 대한 낙
인효과 등의 논거를 들어 반대하였다. 반면, 일부는 업종별 현실적인 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
이익 등 경영지표의 격차 등이 있으므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도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였다.
사견으로 우리나라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는 이미 최저임금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정책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그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행정적 절차를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고
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세밀하게 준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적·통일적 최저임금제도를 두고 있는 입법례 중에
서 업종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거의 없으며, 과거의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는 단체협약을 통해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은 특정 산
업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다수 발생하고 업종별 임금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서야 전국적·통일적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도의 시행을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
적한 바와 같이, 제도 시행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구분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
로 시계열적인 업종별 임금수준 및 임금분포 및 업종별 취업자 수,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업종별 1
인당 부가가치에 대한 평가, 업종별 영업이익 등 경영지표의 비교 등 통계인프라 구축 및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시행
우리나라는 1986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적·통일적 최저임금제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지역
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 지역별 최
저임금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을 하는 법률안32)이 발의된바 있었으나, 당시 법률안은 거의 논의되지 못
한 상황에서 폐기(제17대), 임기만료폐기(제18대)되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연구33)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
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의 지역별 통계 자료를 생산·공표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므
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시행이 본격적으로 재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7년 이후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19대 국회 관련 입법 논의가 없다가 제20대 국회 후반기를 중심
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최저임금법 개정안34)이 발의되었고, 제21
31) 2017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최
저임금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여 개별 연구,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최종 보고안을 마련하였다.
3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724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2073).
33) 이승렬·박찬임,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실시와 최저임금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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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35).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시행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물가가 다르고 최저생계비가 다름에도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지역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시행할 경우 지역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낮은 최저임금 지역에서 높은 최저임금 지역으로의 노동이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짐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에 기인하여 앞서 소개
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
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36).
4)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제 도입·시행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의미는 현행 전국적·통일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단일최저임금37)
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설정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최저임
금제는 기본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제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을 들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제한하여 왔으나,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이후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
일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1987. 5. 31.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대상 업종을 10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당시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질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도 근로기준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당시에는 “영세 사업체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임금대장이나 기타 장
부, 서류의 작성·보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설립·소멸과 이동이 빈번하여 행
정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움” 등의 현실적인 이유가 고려되었다. 이후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범위가 점진
적으로 확대되었는데, 2000. 11. 24.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등에서 경영계를 중심으로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38) 역시 2018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제도 개선의 요구를 촉발시켰
다. 즉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사업주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은 규모별 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한
기준이 없고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차등적용에 반대하였다. 한편 정부는39) 규모별 차등적용의 경우
에는 동일한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근무하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불공
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근로자 수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
단 등의 적용에 있어 행정상 어려움을 들어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3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3046, 의안번호 2014836, 의안번호 2015000, 의안번호 2015435, 의안번호
2015380). 제20대 국회 후반기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법률안들이 다수 발
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3, 의안번호 2100480, 의안번호 2100683, 의안번호 2101973).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역시 대부분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안들이 발의되었다.
3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2017, 31면.
37) 단일최저임금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최저임금의 보호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이
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에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38)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공청회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2019. 6.
39) 2019. 1. 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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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첫째,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시행 중인 제도이며,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다는 연혁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및 형평성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셋째,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가 제기된 원인이 기업의 경제적 지불능
력이나,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적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 있을 수 있고, 근로자 수의 변동이
수시로 발생할 시 최저임금법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비교법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있으나,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입법례는 찾아
보기 어렵다.

V. 나오며
법률은 일반적으로 일반성, 추상성, 영속성의 특성이 있는바, 법률의 제·개정은 해당 법률의 폐지 또
는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훨씬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 예
컨대, 어느 한 해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의 지불능력의 한계가 노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입범위 관련 법령 사항을 긴급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물론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이 비단 순수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있었던 해석상·실태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지역별·국적
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접근인지 의문이다. 지역별·국적별·업종
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도는 각각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불가피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관
련 제도 도입을 포한하고 있는 법률안이나 입법 논의는 대부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소하고
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국회 제출된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관련 내
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
임금의 상승폭이 커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법제도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다. 최저임금의 인상 및 미치는 파장이나 영향은 법제도 개선 과정 논의에 있어서 자료 또는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법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고, 정책적인 최저임금액 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를 만들 수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법안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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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우선, 2022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 토론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최저
임금법 전반에 대한 많은 이해를 제공해주신 발표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문은 최저임금법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입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분석ㆍ평가한 것으로써, 최저임금법을 둘
러싼 전반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 논의에도 상당한 시사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논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의 제ㆍ개정은 법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충분히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저임금법 관련 입법 동향이나 논의는 이러한 기본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할 점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러한 문제에 계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는 발표자처럼 토론자도 이번 기회를 통해 최저임금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
고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토론자는 토론이라는 형식에 맞추어 발표문의 순서를 따라 최저임금법의 제ㆍ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의견 내지 의문을 제기하고,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는 것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1)

Ⅱ. 최저임금법의 입법적 개선경과와 주요 쟁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 주지하다시피, 최저임금법은 지난 2018년 개정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입법적으로 정비하였고, 그
것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가고 있음.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둘러싸고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있
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법 개정이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하여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 의구심
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토론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충분히 수긍을 하면서도, 근래에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최저임
금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점차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
써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임금을 정상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 임금인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 현상인 동시에 단편적으로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
되는 부분이 있음.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기준 기준 명확화
1) 이하의 쟁점과 검토는 이해 및 기술의 편의상 개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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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께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부분을 인정하시면서도 그러한 개정이 최
저임금 인상 문제와 결부되어 진행됨으로써, 그 취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생각건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기준을 명확히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은 입법적으로
필요했고, 이 쟁점 역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음. 즉, 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
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짐.

Ⅲ. 최저임금법의 선을 둘러싼 입법론적 쟁점과 과제
1. 최저임금법의 개선을 둘러싼 입법론적 쟁점
◦ 최저임금 결정 및 갱신 주기
- 발표자께서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및 갱신주기(1년)가 사회ㆍ경제적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보며, 그 주기를 2년으로 결정하자는 입법적 논의에는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최근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의 결정 및 갱신주기는 현행과 같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도, 매년 되풀이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최저임금 심의
을 위한 기간, 판단기준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주기를 2년으로 늘이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단서
를 두어 규율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 기준
- 발표자께서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의 기준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현행 결정 기준의 산출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객관성
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음.
- 발표자의 견해에 크게 공감하며, 현행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면 간명하고 예측가능한 결정기준으로 개선, 활
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종합적 고려에 있어서도 어떠한 기준을 주된 기준으로 보고, 어떠한 기준을 부차적
기준으로 볼 것인지, 나아가 그러한 기준과 관련한 통계 및 실태조사에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등을 구체적
으로 논의ㆍ결정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 결정 주체
- 발표자께서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
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즉, 결정구조의 이원화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사용자
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ㆍ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다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
고, 결국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현재의 결정구조가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이 듦. 결국
노사의 불합리한 주장을 최소화하고 교섭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근로자 보호의 하한선과 함께 최저
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ㆍ지역의 경쟁 조건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분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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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는 다수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동시에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수는 축소하는 것도 해법이라고 생각함.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
함.
◦ 최저임금 차등 적용
- 발표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국적별ㆍ업종별ㆍ지역별ㆍ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 문제는 이
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다만,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교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
한 합리적 결정구조의 모색은 계속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한편,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검토되지 않았는데, 연소자나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차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2. 최저임금법의 개선 등과 관련한 논의과제
◦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및 그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고(동법 제12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8조).
-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으로 두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
견이 궁금함.
◦ 최저임금법 적용제외자 규율의 명확화, 구체화
- 현행 최저임금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되(동법 제3조 제1항 본
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내 근로자와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자(선원ㆍ선박의 소유자)에게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동법 제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을 현저히
낮은 사람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동법 제7조).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10%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5조 제2항).
- 이와 관련하여, 독일 최저임금법(Mindestlohngesetz)은 원칙적으로 독일에서 취업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게 적용하면서도 적용제외의 대상으로써, 일정한 조건 하의 현장실습생, 연소자, 직업훈련생, 명예직 종사자,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신문배달원이나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적용
제외를 인정했던 바가 있음.
-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본다면, 적용제외자의 규율도 독일의 경우와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필요는 없는지 의문이 있음. 즉,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 직업훈련
생)을 비롯하여, 연소자, 장기실업자 등도 적용제외자로써 규율할 필요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
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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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실시되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현장실습생)에게는 현장실습계약
에 따라 소정의 현장실습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동법 제9조 제1항 참고), 현장실습 제도의 취지(교육)에
따라 현장실습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직업훈
련생에 있어서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즉, 일학습병행지원법에 따라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습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동법 제3조 제3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2022.2.18. 시행)에 따라 훈련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음. 물론 해석상 최저임금법의 근로자는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직업훈련생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해석상의 문제 내지 분쟁을 예방하고 수규자 등의 이해를 돕는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해줄 필
요가 있어 보임.
- 연소자와 관련해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율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64조), 최저임금법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지만, 모든 연소자에 대해서 동일하게 규율
하고 있는 것에는 의문이 있음. 물론 연소자의 보호 관점에서 임금(최저임금)을 입법정책적으로 적극 보장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15세 미만의 연소자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임금
지급은 달리 규율될 소지는 없는지 의구심이 듦. 독일 최저임금법의 경우 아동과 18세 미만의 연소자로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 점(동법 제22조)을 고
려해보면, 보다 세분화된 규율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지의문이 듦.
- 한편,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현행 최저임금법은 달리 규율하는 바가 없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기실업자(1
년 이상)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 후 일정기간(독일의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법
의 적용제외를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없는지 의문이 듦.
◦ 최저임금의 인상과 정책적 개입
- 근래의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러한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그것이 고용보험법에서 고용안정 사업을 규정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보완하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과도 부
합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이러한 방법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 듦.
Ⅳ. 나오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 내지 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싸고는 여전히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
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논의를 통하여 최저
임금의 결정을 둘러싼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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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분과별세션 – 노동경제 세션
사 회 :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발제 :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정지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발제 :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훈련품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학습병행 청년층의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발제 : 홍광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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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강 창 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1)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오성재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초 록
최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평등
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두 변수 사이
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과의 불평등을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
평등으로 분해하고, 이들 각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제 학업성취도 검사 자료를 이용한 분
석 결과에 의하면, OECD 가입국 집단에서 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노력의 불평등은 경
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OECD 미가입 국가 집단에서는 기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 모두 경제성
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경제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국가들에서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정책은 경제 내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1절 서론
한 경제의 불평등 정도와 경제성장의 사이의 관계는 많은 경제학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전 세
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약 25년 이상의 시
간이 지났지만 아직 이들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초기의 연구들은 대개 국가단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Barro, 1991; Alesina and Rodrik, 1994; Persson and Tabellini,
1994).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다수의 학자들이 이전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
에는 양(positive)의 관계가 존재하기도 하고, 대체로 강건한 추정결과가 잘 도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한
다(Li and Zou, 1998; Barro, 2000; Forbes, 2000, Banerjee and Duflo, 2003).
최근에는 이와 같이 연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 원인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별 패널 분석의 결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최근의 연구들은 불평등의
효과가 국가들 사이에 이질적일 가능성, 불평등을 구성하는 각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이질적인 가
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Voitchovsky, 2005, 2009; Castelló-Climent, 2010; Halter et al., 2014;
1) 본 논문은 강창희·오성재(2017)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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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ero and Rodriguez, 2013, 2014). 이들 중 한 부류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불평등은 성과
의 불평등으로서, 성과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으로 분해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들은 기
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 각각이 경제성장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일 지표인 성과의 불
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Marrero and Rodriguez,
2013, 2014;

Molina et al., 2013; Ferreira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우리는 성과의 불평등을 기회불평

등과 노력불평등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이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국가별 패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회불평
등과 노력불평등 각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경제학에서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소득, 재산과 같은 경제적 성과에 대한 불평등으로부터 경제행위
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존재하는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Opportunity) 이슈로 그 연구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기회불평등의 개념은 정치철학자들이 먼저 제안하였는데, 이들은 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만들어 내는 성과의 불
평등은 각 개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정당한 불평등과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고 따라서 정
당화하기 어려운 유형의 불평등으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부모의 경제력과
학생 본인의 노력의 함수라고 가정하면, 학업성취도의 총불평등은 부모의 경제력 차이에 기인하는 불평등과 본인
노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불평등으로 분해될 수 있다. 이때 부모의 경제력 차이는 환경(혹은 기회) 요인으로서 학
생 개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환경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학업성취도의 불평등은 정당화되
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학생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다.
기회불평등 개념은 최근에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도 도입되었다. Marrero and
Rodriguez(2013)는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각 주별로 개인 소득의 총불평등을 기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으로
분해한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이들 두 변수를 주별 경제성장률과 연결시켰다. 이들은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
평등이 경제성장에 각각 음과 양의 상반된 영향을 미침을 보임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도출되는 불평등과 경제성
장 사이의 모호한 관계가 기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 각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Marrero and Rodriguez(2013)의 연구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
는 보다 자세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내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의 해석은 제한적일 수 있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
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한 국가의 서로 다른 지역들은 적절한 분석단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적절한 분석단위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을 받는 개별 국가들일 가능성
이 높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남부에서 기회불평등이 만연한 경우 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기회불평등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동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는 대체로 높은 비용
을 수반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 국가 내의 지역들을 대상으로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
석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이동에 의해 왜곡된 추정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통계 분석의 단위를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지역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서로 다른 국가들로 확장한다. 그리고 각 시점별로 한 국가의 성과의 불평
등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기회의 불평등도와 노력의 불평등도 분해한다. 이렇게 구축된 불평등도들의 국가별 패널
자료를 이용해 우리는 Marrero and Rodriguez(2013)에서 실행한 분석방법을 적용한다.
한 국가의 서로 다른 시점별로 기회의 불평등도와 노력의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50여 개국
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비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성적 자료를 사용한다. 학업성취도를 이용해 국가별로 기회불평등도와 노
력불평등도를 여러 시점에 측정하여, 이들 지수를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연결시킴으로써 각 유형의 불평등이 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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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과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TIMSS에 조사된 70여 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기회불평등도와 잔여불평등도 각각은 한 국가의 4
년 간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국가 집단을 OECD 가입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 OECD
미가입 국가 집단에서는 기회불평등과 잔여불평등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OECD 가입국 집단에서는 기회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잔여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경제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국가들에서는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정책이 경
제 내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효율성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장은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실증분석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4절에서는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장을 끝맺는다.

제2절 선행 연구
1. 불평등과 경제성장
경제 내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다룬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국가 단위의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다
(Barro, 1991; Alesina and Rodrik, 1994; Persson and Tabellini, 1994). 이러한 분석방법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들은 국가별 패널 자료를 이용해 불평등이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Li and Zou, 1998; Barro, 2000; Forbes, 2000, Banerjee and Duflo, 2003).
국가별 패널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 양의 효과, 0의 효과 등 매우 혼재된 추정
치를 제공한다. 그에 따라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패널분석의 결과가 이처럼 혼재되어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최근의 연구들은 불평등의 효과가 국가들 사
이에 이질적일 가능성, 불평등을 구성하는 각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이질적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Voitchovsky(2005, 2009)는 한 경제의 불평등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의 분포에서 상위 소득에서의 불평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하위 소득에서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할 가능성을 제기
하였다. 그녀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개별 국가 소득분포의 최상위층에서의 불평등은 경제성장과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하위층에서의 불평등은 음의 관계를 갖는다. 즉 전체 소득분포를 하나의 불평등지수로 단일화시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두 효과가 혼합되어 있다. Voitchovsky(2005, 2009) 이후의 많은 연구들은 불평등의 이질
적인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분석 대상 국가의 특성, 소득수준 및 영향을 미치는 기간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Castelló-Climent (2010)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개별 경제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고
려하면서 국가별 패널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는 저·중소득 경제에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반면, 고소득 경제에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Halter et al. (2014)은 불평
등도와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시간에 주목했는데, 그들은 단기에는 이들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장기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2)

2) Neves(2013, 2016)는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통해 각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의 구조와 분석 대
상 국가들의 성격, 지역 더미변수의 포함여부, 불평등의 정의 및 소득의 정의에 따라 각 논문이 제시한 불평등의 효과가 서

22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한편, 경제적 성과의 불평등을 기회와 노력의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Marrero and Rodriguez(2013, 2014)는 각각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회불평등과 경제성
장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노력의 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불분명하지만 기회의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
는 분명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Molina et al.(2013)은 농경자본을 도구변수로 사용해 교육의 기회불
평등을 측정하고,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Ferreira et. al.(2014)는 전세계
42개국에서 118개의 가구조사와 134개의 인구통계학적 건강조사 자료를 취합해 각국의 불평등도를 1985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격으로 측정하여 소득의 불평등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13 퍼센트라고 보
고한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기회의 불평등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그 결과는 그리
강건하지 못하다.
2. 기회불평등
기회불평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존 롤즈(John Rawls, 1971)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개인의 성취를 노력,
환경, 그리고 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성취의 불평등은 그 원인에 따라 개인에
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노력의 차이에 의해 발
생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개인이 책임져야 하겠지만,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환경의 차
이에 따른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불평등에 대하여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회평등의 원칙이다.3)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에게 도덕적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 환경 요인이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립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취에 더 이로운 환경도 더 불리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도록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롤즈의 평등사상은 현대적 의미로 개인에게 “동등한 출발선” 또는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을 보장해야 한다
는 개념으로서, 그는 이러한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실질적인 기회평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일한
천부적 능력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가정환경, 상속된 부의 크기, 인종, 성 등과 무관하게 동
등한 성취의 전망(prospects of success)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4)
기회평등의 원칙은 드워킨(Ronald Dworkin), 아네슨(Richard Arneson), 코헨(Gerald. A. Cohen) 등의 정치
철학자들에 의하여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고, Roemer(1998)에 이르러 비로소 경제학에 적용가능한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Roemer(1998) 이후 많은 경제학 연구들이 기회불평등 개념을 실증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기회불
평등을 다룬 경제학 연구들은 Ramos and Van de Gaer(2012), Ferreira and Peragine(2015), Roemer
and Trannoy(2016)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에서 성취의 불평등도를 기회의 불평등도과 노력의 불평등도로 분해하는 방법을 차용해
불평등의 두 구성요소 각각이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3절 실증분석 방법
1. 분석방법 개요
로 매우 이질적임을 보였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서로 상이하여, 개도국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선진국은 유의하지 않거나 양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J. Roemer(1998), p.5.
4) J. Rawls(1971),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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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Marrero and Rodriguez(2013)의 아이디어를 따라 성과의 총불평등을 기회의 불평등(inequality of
opportunity)과 노력의 불평등(inequality of effort)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회의 불
평등은 대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는 경우, 보다 우월한 노
력을 투입한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출신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개
인들의 노력이 경제 내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력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상이한 노력을 투입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불평등은 상이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노력의 불평등은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실증연구
에서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적인 방향으로 도출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기회의 불평등과 노
력의 불평등 각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Marrero and Rodriguez(2013)이 분석한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지역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서로
다른 국가들을 분석단위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기회불평등도와 노력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비교 학업성취도 평가인 TIMSS의 성적 자료를 사용한다.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각국별 기회불평등도와 노력불평등도를 여러 시점에 측정하고, 이들 지수를 각국의 경
제성장률과 연결시킴으로써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이 일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이용해 불평등을 측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가 분석하는 불평등의 효과
는 엄밀하게는 경제적 불평등의 효과가 아니라 교육성취도의 불평등의 효과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교
육성취도의 불평등과 전반적인 경제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불평등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
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전체 효과의 일부분만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
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을 측정해야 하는 실증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발생한다. Ferreira et. al.(2014)은 전 세계
42개국의 118개의 가구조사와 134개의 인구통계학적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해 각국의 시점별 경제적 기회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환경에는 기회불평등 문헌에서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간
주하는 ‘부모의 경제력 변수(부모의 학력, 소득, 재산 등)’가 제외되어 있다. 반면, 우리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력 변수를 명시적으로 환경변수로서 고려한다. 요컨대 우리의 연구는 Ferreira et. al.(2014)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결과 해석의 범위를 제한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분석자료
먼저 각 국가의 시점별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전 세계 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국제적으로 측정하
는 TIMSS의 자료를 사용한다. TIMSS는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의 주관 하에 시행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이다. TIMSS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매 4년마다 약 50여개 국가에 거주하는 4학년(초등학교 4학년)과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두 과목에 대해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한다. 본 연
구는 8학년의 성적 자료를 이용해 각국의 각 시점별 학업성취도 불평등도를 측정한다.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의
성취도 점수와 더불어 TIMSS는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에 대한 교육환경 자료를 수집하므로 기회불평등 연구에
서 핵심적인 학생의 환경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 각 연도별로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1995년의 경
우 34개국, 1999년 34개국, 2003년 45개국, 2007년 47개국, 2011년 42개국으로서, 우리는 모든 조사연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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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총 74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가족배경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TIMSS 자료는 자료의 질적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연
구는 개별 국가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작성하는 이질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불평등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기
준과 시점이 서로 상이하고 따라서 자료의 질이 상이한 문제가 존재한다. TIMSS는 매년 동일한 기관에서 각 주
기마다 동일한 시험문제와 설문조사 문항들을 이용해 자료를 구축하기 때문에 자료의 균질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을 경제성장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표현하는 자료들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선
행 연구들을 따라 Penn World Tables(PWT)을 이용해 각 국가의 시점별 1인당 GDP 및 기타 거시자료들을 구축
한다. PWT는 R. Summers, A. Heston, I. Kravis가 전 세계 국가들의 실질 국민계정을 모아 만든 데이터베이스
이다. PWT는 한국을 포함한 186개국에 대해 195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구, 실질총생산, 물가수준, 고정자본수
준 등 방대한 거시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TIMSS 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전 세계 74개국의 데이터 역시 PWT 자
료에 포함되어 있다.
3. 불평등지수의 계산
우리는 TIMSS의 국가별 각 시점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해 학업성취도의 총불평등도과 그것을
분해한 기회불평등도 및 노력불평등도를 측정한다.
개인 가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가정하자(∈ … N).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 개인이 속한 환경을   , 개인이 하는 노력을   라고 표시하자. 이때 성취의 확률밀도함수  ⋅ 는
       와 같이 표시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학생의 성별, 부친의 학력, 그리고 학생의 가구가 보유한 도서의 수를 환경을 구성하는 요
인들로 간주한다. 이들 변수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환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변수를 환
경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TIMSS 자료를 이용해 모든 국가에 동일한 방식으로 환경을 정의하기가 어렵다. 또한,
성별, 부친의 학력, 가구의 경제력은 기회불평등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의 구성요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친의 학력을 (1) 초등교육 및 준중등교육 이수, (2)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 그리고 (3) 대
학교육 진입 이상의 세 유형으로 나눈다. 학생이 속한 가구의 경제력 역시 중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TIMSS에서
는 이를 직접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의 장서수를 대리변수로 선택하였다. 장서수 별로 (1) 10권미만, (2) 11
권 이상 100권 이하, 그리고 (3) 100권 초과를 기준으로 총 세 유형으로 나눈다. 두 개 유형의 성별, 세 개 유형
의 부친의 학력, 세 개 유형의 장서수를 이용해 구성할 수 있는 독립적인 환경의 조합은 총 18개(   × ×)이
다. 우리는 18개 각각의 조합을 서로 다른 환경으로서 정의한다.
우리는 TIMSS 8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보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조사시점별로 성적의 총평등도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불평등도는 타일-0 지수(Theil-0
index)이다. (이 지수는 때로 평균 로그 편차(mean logarithmic deviation)라고도 불린다.) 타일-0 지수의 식은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는 성적의 평균값이다.
불평등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니계수를 불평등 지표로서 사용하지만, 지니계수는 가산적 분해가능성
(additively decomposi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불평등을 기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으로 양분하기
어렵다. 반면에 타일-0 지수를 이용해 측정한 불평등은 간단하게 기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으로 분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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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래의 식 (1)을 통해 성적의 총불평등도를 기회불평등도와 노력불평등도로 분해한다.
이 식에서   는 총불평등 지수, 즉 학생들의 원 성적을 이용해 계산한 타일-0 지수의 값이다   
은 동일한
환경(18개 환경 조합들 중 하나)에 속한 학생들의 성적이 그 환경의 평균 성적( 
 )이라고 가정했을 때 도출되는 불
평등지수의 값으로서,   
는 기회의 불평등도를 표현한다. 타일-0 지수의 경우 식 (1)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는 엄밀하게는 노력의 불평등도라기 보다는 총불평등에서 기회불평등을 제외한잔여(residual) 불평등
도이다.
위에서 정의한 환경들(성별, 부모의 학력, 장서의 수)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
다면,   
는 정확하게 기회의 불평등도를 표현하고,       
는 노력의 불평등도를 표현할 것이다. 그러나
관측되는 환경은 기회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환경들의 부분 집합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는 기회의
불평등도의 하한을 표현하고,       
는 기회의 불평등과 노력의 불평등이 혼합되어 있는 불평등도를 표현한
다.5) 이하에서 우리는       
를 잔여불평등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ln   
  

4.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
본 연구에서는 TIMSS의 중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총불평등도, 기회불평등도 및 노력불평등도를 계산한다.
우리는 TIMSS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개별 학생의 두 과목(수학과 과학)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이 평균 점수를 학

       







  





(1)

생의 학업성취도 성과로서 정의한다. 한 국가의 특정 시점의 학업성취도 불평등도는 타일-0 지수를 이용해 계산
하고, 이 지수를 기회불평등도와 노력불평등도로 분해한다.
<표 1>의 (1)-(5)열에는 각 연도별로 TIMSS의 수학과 과학 평균 점수를 이용해 계산한 각국의 학업성취도의
불평등도 값이 제시되어 있다. TIMSS의 조사연도별로 표본 국가 수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각 연도별 불평등
도의 국가 간 평균값은 1.18~1.82 사이에서 변동한다. 참고로, 아래의 실증분석에 사용하는 각 국가의 시점별 1
인당 GDP값이 <표 1>의 (6)-(12)열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는 <표 1>에 제시된 성적의 총불평등도를 기회불평등도와 잔여불평등도(노력불평등도의 대리변수)로
분해한 경우의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총불평등 지수=기회불평등 지수+잔여불평등 지수’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표 2>에 기회불평등 지수의 수치와 총불평등도에서 기회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퍼센트)을 제시하였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총불평등에서 기회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의 국가 간 평균은 대략 9.5~15.3% 사이의 값을
취한다.
<표 1>과 <표 2>에 제시된 수치들을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우리는 <그림 1>과 <그림 2>에 1996년 기
준 OECD에 가입한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성적의 총불평등 지수와 기회불평등의 비중을 표시하였다.
5)   는 동일한 환경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성취를 달성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유전병과 같이 환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요인과 운(luck) 마저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는 기회불평들을 매우 엄격하게 측정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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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 의하면, 비유럽 국가 집단에 속한 한국의 학업성취도 불평등도는 1995~2003년 사이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에 상승한 후 2011년에는 다시 약간 하락하였다. 한국의 학업성취도 불평등도의
1995~2011년 사이의 평균값은 대체로 북구 유럽국가들(네덜란드, 노르웨이 등)보다는 높지만, 이태리, 호주, 뉴질
랜드, 미국 보다는 낮은 편이다.
<그림 2>에 의하면, 한국의 기회불평등의 비중은 1995~2007년 사이에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에
는 다시 약간 하락한다. 총불평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회불평등 비중의 1995~2011년 평균값은
12.2%로서, 일본(9.5%), 이태리(10.4%), 네덜란드(11.8%) 보다는 높지만 다른 6개 국가들보다는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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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성적의 불평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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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증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 우리는 성장 회귀분석(growth regression)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실증모형을 추정한다.
ln        ln                  ln          
            

(2)

위 식에서  는 국가를,  는 TIMSS의 조사연도를 표시한다(=1995, 1999, 2003, 2007, 2011).    는 국가 의
연도  현재 1인당 GDP,      는 국가 의   년도 현재 1인당 GDP를 표시한다. ln        ln    는 국
가  의 연도 에서 연도   까지 1인당 GDP의 성장률을 표시한다.
우리는 먼저 식 (2)의 종속변수로서 한 국가의 4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사용한다. 이후에 분석하는 확장된 모
형에서는 경제성장률의 측정기간을 연장하여 5년 및 6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ln       ln     (4)

 는 국가  의 연도  현재 교육 기회불평등 지수의 값이고,  는 총불평등에서 기회의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여불평등(노력 불평등의 대리 지표)을 표시한다.  는 국가  의 연도  현재 특성변수들(인구
ln                     ln          
             

(3)

수 및 투자재의 가격 등)의 벡터이다. 는 국가 고정효과, 그리고    는 연도 고정효과를 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2)을 약간 수정한 아래의 식 (3)에 대해 OLS, 패널 고정효과 모형, 시스템 GMM(Blundell
and Bond, 1998)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주요 계수들을 추정한다.

제4절 분석 결과
1. 그림을 통한 분석
식 (3)을 추정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여기서 그림을 통해 총불평등(또는 기회불평등)과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1996년 기준 OECD 미가입 국가들
(46개국)과 가입 국가들(24개국)을 대상으로 성적의 총불평등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각 그
림의 Panel 1은 성적의 불평등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다. 그리고 Panel 2와 3은 각각 기회불평등도
및 잔여불평등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다.
[그림

3]과

[그림

4]의

Y축

변수로서

우리는

아래의

식

(4)에

OLS를

적용해

구한

잔차(즉

ln        
  
    )를 사용한다.
한편 X축에 표시되어 있는 변수는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각국의 총불평등도 및 기회불평등도 지수
들이다.6)
6) [그림 3]과 [그림 4]의 패널 2 그래프의 X축의 범위가 다른 두 그래프와는 다름에 유의하라.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
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패널 2 그래프 X축의 범위를 다른 두 그래프보다 좁게 설정하였다. Y축의 범위
는 모든 그래프에서 [-0.6, 0.6]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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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그림 4]에 의하면, 성적의 총불평등도는 대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3]에서
OECD 미가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성적의 총평등도, 기회불평등도, 잔여불평등도는 공통적으로 4
년 후의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림 4]에서 OECD에 가입한 24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그림 3]과 유사한 경향성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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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국가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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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국가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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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분석 결과
본 절에서 우리는 본 연구의 자료를 사용해 불평등도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실증연구들을 재
현해 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자료들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료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
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는 아래의 식 (5)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식 (5)는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다룬 많
은 성장 회귀분석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정모형이다.

ln            ln              (5)
위 식에서  는 국가  의 연도  현재 성적의 총불평등도 지수이다. 식 (5)를 추정함으로써 우리는 TIMSS의
성적 불평등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적인 성장 회귀분석의 추정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핵심 실증모형인 식 (3)은 식 (5)의  를    와 같이 분해한 모형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의

(1)-(3)열은

전체

표본에

대해

각각

OLS,

패널

고정효과(Fixed

Effects,

FE),

시스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적용해 구한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OLS 추정법은 국가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이질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 이러한 국가 간 이질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패널 고
정효과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ln  의 내생성 때문에 핵심 계수의 일치추정량을 구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위의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성장 회귀분석에서는 동태적 패널분석법(dynamic panel
data analysis)의 하나인 시스템 GMM 추정법(Blundell and Bond, 1998)을 적용한다. 이하에서는 시스템 GMM
추정치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성적의 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국가의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
는 식 (5)의 불평등부분을

는 국가

가

    ×    ×  와 같이 분해한다. 여기에서

1996년

현재

OECD

가입국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이고,

    의 관계가 성립한다.
<표 3>의 (4)-(6)열에는 전체 표본을 비 OECD 국가 집단과 OECD 국가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의 추정치가 제
시되어 있다. (7)-(9)열에는 전체 표본을 1995년도 1인당 GDP가 $17,000 미만인 중/저소득 국가 집단과
$17,000 이상인 고소득 국가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10)-(12)열에는 전체 표본을
1995년도 성적의 총불평등도가 높은 국가 집단과 낮은 국가 집단으로 구분한 경우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7)
이들 국가 집단에서 한국은 OECD 가입국, 고소득 국가, 저불평등 국가로 분류된다. <표 3>의 설명변수 열에서
[집단 I]은 비 OECD 국가, 중/저소득 국가, 고불평등 국가를 의미하고, [집단 II]는 OECD 국가, 고소득 국가, 저
불평등 국가를 의미한다.
<표 3>에 제시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OECD 국가 집단에 속하는 23개 국가는 Australia, Austria,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SA이다. 고소득 국가 집단에 속하는 32개 국가는 Australia, Austria, Canada, Cyprus, Czech,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uwait, Malt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Qatar, S. Korea, Singapore,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UAE, USA이다. 저불평등 국가 집단에 속하는 33개 국가는 Algeria, Australia, Austria, Canada,
Czech,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Hong Kong,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Kazakhstan,
Latvia, Lithuani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Russia, South Kore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aiwan, Tunisia, US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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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열에 제시되어 있는 시스템 GMM 추정치에 의하면, 성적의 총불평등도는 4년 후의 1인당 GD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OLS와 FE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스템 GMM 추정치와 유사한 관계를 보여준다.
(6)열에 의하면, 성적의 불평등은 비 OECD 국가 집단에서는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OECD 국가 집단에서는 4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추정치 0.206, 표준오차 0.101)을 미친다. 이 추정
치를 뉴질랜드의 경우를 예로 들어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의 성적 불평등도는 1995년의 경우 1.4496에
서 1999년에는 1.3434로 약 0.11 포인트 하락하였다.   ×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평등도의
하락은 이후 4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약 2.3% 포인트 정도 하락시킨다. 실제 뉴질랜드의 1999년과 2003년 사이
경제성장률은    × ln   ln 이었으므로, 1999년도의 뉴질랜드의 성적 불평등도가 1995
년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1999년과 2003년 사이의 경제성장률은 8.5%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열과 (12)열에 의하면, 전체 표본을 소득에 따라 구분하든, 불평등 정도에 따라 구분하든 공통적으로 성적의
총불평등은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적의 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기회불평등의 효과와 잔여불평등(또는
노력의 불평등)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관측된다.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보다 자세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구성요소의 효과를 분리하는 모형을 추정해야 한다. 이들 두 효과를 구분하는 모형
식 (3)에 대한 추정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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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열의 시스템 GMM 추정치에 의하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회불평등도와 잔여불평등도 각각은
4년 후의 1인당 GD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표본을 OECD 가입국 집단과 미가입국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 두 불평등 구성 요소 각각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먼저 OECD 미가입국 집단에서는 기회불
평등과 잔여불평등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OECD 가입국 집단에서는 기회불평
등과 잔여불평등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 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잔여불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회불평등을 다룬 선행연
구들에서 기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친다는 예측과 일맥상통한다.
OECD 국가 집단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소득 국가 집단과 저불평등 국가 집단에서도 기회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잔여불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결과가 관측된다.
<표 3>과 <표 4>에서는 성적의 불평등이 불평등 관측 시점 이후 4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4년의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TIMSS를 이용할 때에는 성적 불평등도의 관측 간격이
4년 주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성장 회귀분석에서는 불평등이 5년 또는 10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주로 탐구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모형설정 방식에 따라, <표 5>와 <표 6>은 식 (3)의 종속변수로서
불평등도 관측 시점 5년 이후의 1인당 GDP 수준(즉 ln      )을 사용하는 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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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표 6>에서는 불평등이 5년 간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 연도를  =
1995, 2000, 2005, 2010와 같이 설정한다. 이들 연도에 대해서는 TIMSS의 조사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실
측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각 연도별 불평등 지수 값으로서 우리는 1995, 1999, 2003, 2007, 2011년에
관측된 값들을 서로 선형으로 연결해 구한 1995, 2000, 2005, 2010년도 예측치를 사용한다. 각 연도의 실측치가
아닌 예측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 시점의 불평등도 변수에는 측정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핵심 설명변수에 측정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희석편의(attenuation bias)로 인해 그 계수의 추정치는 일반적으
로 참값보다 0에 더 가까워진다. 더구나 고정효과 모형과 시스템 GMM의 추정법과 같이 변수의 차분을 이용하는
추정방법에서는 이와 같은 희석편의가 수준식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고정효과 추정치
과 시스템 GMM의 추정치는 0을 기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에서 불평등 관측 이후 5년 이후 및 6년
이후의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의 추정치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도 관측 5년 이후의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모형을 추정한 <표 5>의 결과에 의하면, 성적의
총평등도는 5년 간의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비 OECD 국가, 중/저소득 국가, 고불평등 국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OECD 국가, 고소득 국
가, 저불평등 국가 집단에서는 성적의 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6>에 의하면, 비 OECD 국가, 중/저소득 국가, 고불평등 국가 집단에서 성적의 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잔여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설명된다. 이들 집단에서 기
회의 불평등은 5년 간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OECD 국가, 고소득 국가, 저불평등 국가 집단에서 기회의 불
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잔여 불평등은 5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로서 불평등도 관측 5년 이후의 1인당 GDP를 사용한 모형의 추
정치는 희석편의를 가질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계수의 참값은 현재의 추정치에 비해 0으로부터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회불평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잔여불평등의 긍정적인 영향은 각각 현재의 추정치가 시
사하는 것보다는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표 7>은 총불평등이 4년 및 5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제시한 <표 3>과 <표 5>의 결과를
요약하고, 종속변수로서 6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추정치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로서 6년 이
후의 1인당 GDP를 사용하는 모형에서도 불평등도 지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의 예측치를 사용한
다. 이 경우 분석 대상 연도는  = 1995, 2001, 2007이다.
<표 5>에서와 유사하게, 성적의 총평등도는 6년 간의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주로 비 OECD 국가, 중/저소득 국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OECD 국가, 고소득 국가, 저불평등 국가 집단에서는 성적의 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8>은 <표 7>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회불평등과 잔여불평등이 각각

4년, 5년, 6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보여준다. <표 8>에 의하면, 비 OECD 국가, 중/저소득 국가, 고불평등 국가 집단에서 기회불평등이 6
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며, 추정치의
부호도 표본의 구성에 따라 상이하다. 한편 이들 국가 집단에서 잔여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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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OECD 국가, 고소득 국가, 저불평등 국가 집단에서는 기회불평등이 6년 동안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득 국가와 저불평등 국가 집단에서 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크기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잔여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제5절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 우리는 Marrero and Rodriguez(2013)의 아이디어를 따라 학업성취도의 총불평등을 기회불평등과
잔여불평등(또는 노력불평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구성요소가 각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였
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불평등의 구성요소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구성요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Marrero

and

Rodriguez(2013)는 선행 연구들의 이와 같은 한계를 지적하고, 미국의 50개 주를 대상으로 기회불평등과 노력불
평등이 각각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의 연구는 Marrero and Rodriguez(2013)의 연구를 국
가 단위의 분석으로 확장시킨다. TIMSS의 학업성취도 자료를 이용해 성취도의 총불평등도, 기회불평등도, 잔여불
평등도를 측정하고, 각 불평등도가 일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IMSS에서 조사된 70여 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기회불평등도와 잔여불평등도 각각은 한 국가의
4년 간의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불평등의 영향은 경제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을 OECD 미가입국 집단과 가입국 집단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OECD 미가입 국가 집단에서는 기회불평등과 잔여불평등 모두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그러나 OECD 가입국 집단에서 기회의 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잔여불평
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형의 종속변수로서 4년 이후의 1인당 GDP가 아니
라 5년 및 6년 이후의 1인당 GDP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불평등의 부정
적인 영향이 경제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국가(한국 포함)에서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 특별히
기회불평등을 완화하는 사회정책이 경제 내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도 동시에 향상시킬 수
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논의할 때
기회불평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성과의 불평등을 기회불평등과 노력불평등으로 분해하기 위해 8학년 학생들
의 성적 정보를 이용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가 분석한 불평등의 효과는 엄밀하게는 경제적 불평등의 효과가
아니라 교육성취도 불평등의 효과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회불평등과 노력불
평등을 측정해야 하는 실증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앞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우
수한 국가별 자료가 구축되어 이 분야의 연구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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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양 승 엽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산재보험의 신청주의 한계1)
양승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I. 은폐되고 있는 산재
ㅇ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정우 전문위원이 2021년 ｢산업노동연구｣지 제27권 제1호에 발표한 논
문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발

생 대비 은폐 확률이 66.6%에 달함
-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2017년도를 분석한 것으로, 66.6%의
은폐 확률은 실제 산업재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비해 2배 정도의 은폐된 산업재해 존재한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
-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을수록 산업재해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 사업체패널조사가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30인 미
만의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산업재해 은폐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논문은 이렇게 산업재해 은폐가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이유로 사업주의 측면에서 개별실
적요율제도를 꼽음
ㅇ 그 외에도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앞으로는 중대재해처
벌법을 포함하여- 상의 형사처벌도 들 수 있음
ㅇ 산업재해의 은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이 산업재해의 은폐
금지를 규정하고, 동법 제170조 제3호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낮은 형량을 보건대 강제성이 있을까

1) 본 토론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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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급여 지급에 있어 직권주의의 가미
ㅇ 발표문의 내용과 같이 산재 발생 후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피재 근로자 측의 신청으로 하
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사업자의 탐지로 예외적인 직권 지급은 없음
ㅇ 오롯이 신청이 있어야 산재 급여–특히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현 구조는 업무상 재해를 요
양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계속하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피재 근로
자의 입장에서 보건대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제도적 결함이 되고 있음
ㅇ 따라서 현재의 산재보험제도에 있어 산재 사건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지
급하는 직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ㅇ 만일 산재 사건을 인지하고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지의 주체와 신고 절차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인지의 주체로서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의료진이나,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처음부터
산재지정병원 또는 직업환경의학의에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병원
의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를 부가하여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로서 고민해 보아야 함
III. 프랑스 산재보험제도의 소개
1. 사업주의 산재 발생 신고 의무와 처벌
ㅇ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피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그 대리인에게 24시간 이내
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함 (사회보장법전 L.441-1조 및 R.441-2조)
ㅇ 사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사고 사실을 관련 서류에 함
께 지역건강보험공단(CPAM-TS)에 알려야 함
ㅇ 만일 사용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는 750유로, 법인에게는 3,75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R.471-3조)2)
ㅇ 만일, 사용자가 업무상 사고 신고를 해태할 경우 근로자 측이 직접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음
2) https://www2.liaisons-sociales.fr/105-125-comment-proceder-a-la-declaration-dun-accident-du-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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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교하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피재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질병
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의료증명서를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함
2.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상 사고 승인 절차
ㅇ 조사 결과 프랑스의 경우 신청주의의 예외로서 공단이 업무상 사고를 탐지하여 직권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찾을 수 없었음
ㅇ 프랑스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상 사고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3)
① 피재 근로자 또는 의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업무상 사고에 대한 1차 의료증명서를 보내야 하
며, 동시에 사용자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업무상 사고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여야 함
- 여기서 의사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고에 대한 의료증명서 송부는 의사의 인지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피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
② 사용자는 신고 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의를 공단에 제
기할 수 있음
③ 1차 의료증명서와 사용자의 업무상 사고 신고가 접수되며, 건강보험공단은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a. 만일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인
정하여야 함
b. 만일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건강보험공
단은 70일 이내에 관련 사고를 조사하며 그것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고지함
④ 조사가 끝나면 건강보험공단은 결과를 문서로 제시하고 이의절차가 개시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는 문서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각자의 의견을 공단에 제기할 수 있으며, 10일이
지나도 문서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견해를 제출할 수는 없음
⑤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은 1차 의료증명서와 사용자의 사고 접수 이후 최장 90일 이내에 이
루어져야 함

3) https://www.ameli.fr/entreprise/vos-salaries/accident-travail-trajet/demarches

30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전 경 미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30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08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0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10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1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12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1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14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1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16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1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18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1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20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2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22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2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24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2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26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32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28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토 론
박 지 혜 연세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

329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30

토

론

33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자영업자 고용보험
오 상 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332

자영업자 고용보험

333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34

자영업자 고용보험

33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336

자영업자 고용보험

337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 동계학술대회

토 론
오 종 은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1. 적용 대상 확대
-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의 로드맵 상으로는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로 추진되고 있어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고용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초단시간 노
동자, 비공식적인 일일 노동자 등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
- 노무 제공자와 관련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중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전속성이 없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플랫폼에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활동이 없는 경우와 다수의 플랫폼에 동시에 등록되어 있는 종사
자의 경우 등 입·이직 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플랫폼 종사의 형태를 기존 고용 보험제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
- 노무제공자를 넘어 전 국민에 대한 고용 보험 적용 확대의 논의의 핵심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다차원적 검토가 필요
- 다양한 고용 형태에 따라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즉, 고용 보험 적용 대상 확대의 문제는 보호의 필요성과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피보험
자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고용보험 전면 적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인데,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관련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으로 신고에 대한 부담이 늘어
날 수 있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정보 제공에 대한 적시성 문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함께 필요

2. 소득기반 징수
- 이러한 점에서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서비스 건당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시로 변경되는 플
랫폼 종사자에 대한 자격 관리가 아닌 서비스 건당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특히, 비전속 플랫폼 종사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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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근로자와 구분하여 이들에 대해서 소득 구간별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업급여를 정액 지급하는 방
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 있음
- 발표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비자발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노무제공자에게는 전통 자영업자보다 엄
격한 요건 적용으로 관련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감소의 기준을 어떻게 두어야 할지,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비자발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이 모두 쟁점이 될 수 있기에 종사 형태를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지
속적으로 필요
- 한편, 향후의 고용시장은 자발적 실업이 보편화 될 수 있는 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기에 고용보험
의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음. 따라서 제도 악용 여지
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도 일정 기여기간이 지난 이후에
는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즉, 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는 고용
보험 가입 개월 수에서 산정을 일부 제외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실업 급여
지급에 있어서 비자발적 실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제도가 자체적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 또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의 경우는 비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고용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3. 모성보호 사업
- 모성보호 사업이나 청년 고용 사업처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반 회계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고용보험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고용보험 기금 사업과 구분해야 할 필요
성이 커짐
- 특히 모성보호의 경우 출산, 육아 휴직, 보육시설 지원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고용 보험에
서 운영을 함에 따라 직역 가입자는 모성 보호 제도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한계가 있음
- 이처럼 국고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한계가 있기에 관련 사업에 대해
서는 일정 비율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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