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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적용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직업
의 종류를 불문하고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

가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특정 노무제공자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
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
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
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
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
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
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
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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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

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
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
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의 사업
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
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이 있다.

원고 코레일관광개발은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연계 관광사업 및 상품 판매업 등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은 2015. 2. 16. 한국철도공
사와 철도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2015. 4. 6. 코레일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
속 근로자 약 3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노조는 2015. 4.

21. 원고에게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교섭사
실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노조는 원고의 공고절차 미이행에 대하
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4. 참가인 노조의 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5. 6.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 노조에는 ‘독립사업자’인 매점사업자들 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
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요건 중 소극적 요건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참가인 노조는 노동조
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자신들은 교섭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는 주
장을 하였다.1) 즉, 이 사건의 쟁점은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1) 이 밖에 원고는, 참가인 노조는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임에도 해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 참가인 노조
의 조직형태에 대하여 1심과 2심 법원은 쟁점판단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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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점운영자의 노무제공실태에 관한 사실관계 확
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법원이 인정한 매점운영자와 원고의 관계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2)
① 원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매점운영자들과 정형화된 표준용역계
약서에 의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이 용역계약서에는, 매점운영자는 독립사
업자로서 원고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② 매점운영자들의 계약기간은 약 2년이며, 재계약은 원고가 매점운영자
의 매장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단위로 결정하며 최초계약
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계약자를 모집한다.
③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특정 매점에서 원
고의 운영지도(상품진열, 광고물부착, 매장관리 등) 및 조언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의해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결정되었다. 매점
운영자들은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을 원고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판
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포스(POS) 단말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용역계
약에 따라 매점운영자들의 휴점은 월 2일까지만 가능하며 휴점을 하려면 원
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점운영자들은 원고가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하고, 원고가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
야 했다.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 내에 웹카메라를 설치․운용하였고,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및 재고조사 등을 하였
다. 또한 원고는 매점운영자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면 경고를 할 수 있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지정된 판매품목 및 가격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매점운영자들은 원고가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전액을 매일 원고

서 참가인 노조는 산별 노동조합이라는 취지로 설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장을 사실상
배척하였다. 참고로 노동청이 발급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에도 노동조합
의 형태는 “단위노조<전국>”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대법원이 이유 설시에서 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원심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
도 보충적으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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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좌로 입금한 후, 매월 보조금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는다.
⑤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신고․납
부하여야 하며, 영업활동과 관련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용역계약의
내용상 매점운영자들이 스스로 판매보조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판매행
위 등)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6. 1. 14. 선고 2015구합66684 판결)과 2심(서울고등법
원 2016. 5. 19. 선고 2016누35047 판결)은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매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코레일유통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이라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하여 매점운영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
하였다. 구체적으로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
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고, 그 업무내용 등이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용역계약의 성질상”
수긍할 만한 것이며, 원고가 매점운영자들을 웹카메라로 감시하거나 계약위
반행위 발생 시 경고, 계약해지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1, 2심은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던 종래의 골프장 캐디 사건과 레미콘
기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법리가 판단기준임을 판결문에 명시하
기는 하였는데, 실상 그 구체적인 논증을 뜯어보면 과연 그러한 기준으로 판
단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어색하다. 즉, 원심은 일단 ‘용역계약’
이 ‘체결’되었으므로 매점운영자는 용역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스스로 양해
하고 받아들였다는 점만을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사건에서 제시된 판결요지 [1]의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상세히 제시하면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이를 기초로 위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
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즉, ①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
을 체결한 것은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매점운영자의 노무제공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점, ③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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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상당 정도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④ 업무내용, 업
무시간, 휴점, 교육, 연수, 회의 참여에 대한 통제와 일상적 감시 및 제재 수
단의 존재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이 인정되는 점, ⑤ 용역비는 매
점 관리와 물품 판매라는 매점운영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 2심은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당사자들은 그러한
의무에 따라야 한다는 ｢민사법｣의 대원칙만을 강조한 입장이라 해석할 수 있
다. 그런데 ｢헌법｣(이하, 헌법)상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결론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
에서 당사자대등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가를 중요시한다. 즉, 노동조합
법은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을 확보하기 위해 약자들의 단체구성을 인정하고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행동도 허용하는 것이다. 1, 2심의 논리에 기초해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그에 근거해 노동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자들은 그러한 계약조건을 ‘양해’한 자들이므로 이들은
누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해괴한 결론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판결요지 [2]에서 “대등한 교섭력 확보”가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이며 이를 근로자성판단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점은 대법원이 노
동3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접근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판결요지 [2] 중 노동
조합법상 근로자 정의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
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종래 학습지교
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특정 사업자’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가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3) 이를 구체적인 설시를 통해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여담으로, 이 사건에 관한 판정문과 판결문을 보면서 노동조합법 제2조
3) 도재형, ｢진전된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법리, 그리고…｣, 한국일보, 2018. 7. 2자, p.31; 졸
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 판단기준｣,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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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라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한 명이라도 조합원
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
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1, 2심 판결은 매점운영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후
다른 판단 없이 곧바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린 점에 비추어 이러
한 전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한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체성 및 자주성을 부인하는 예시적 규정
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4) 및 그러한 취지의 과거 판례가 존재한다.5) 이
러한 입장에 의한다면 비록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주체성 및 자주성이 실질적
으로 훼손되었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까지 나아가야 하는바, 이러한 태
도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해석일 것이다. 특
히, 교섭요구사실공고와 같이 신속성이 중요시되는 절차에서는 근로자성 판
단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에 의심이 제기되는 자가 노동조
합의 주체성 및 자주성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방식
으로 사안에 접근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매점운영자는 30여 명이나,
참가인 노조 조합원 중 원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3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접근을 하면 어땠을까.6) 2015년에 한 교섭요구의 당
부가 2019년에야 비로소 결론이 내려졌다(실은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는
하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리는 데 4년이 지나갔고, 대화는 이
제 겨우 시작이다.
김 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4) 노동법실무연구회(이정한 집필, 20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 박영사,
p.182.; 하갑래(2018), 집단적 노동관계법, 전정제5판, 중앙경제, p.99 참조.
5)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업소 비근무자인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다 하더라
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가진 재량
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6) 이 사건에서 매점운영자 30여 명은 재심판정이 내려진 후인 2015. 9.경 참가인 노조를
모두 탈퇴하는바, 이렇게 오래지 않아 탈퇴할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에서 차지하는 역
할이나 비중이 높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다만, 재심판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재
심판정 당시의 법률과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매점운영자의 근로자성은 여전히 법
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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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

【판결요지】
구체적으로 특정 노무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
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
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
제공자와 특정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
정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A 관광개발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여 철도연계 관광
사업 및 상품 판매업을 하는 공공기관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라 함) B 노동조합은 철도 관련 산업 및 관련 부대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A 관광개발지부를 설치하여 원고 소속의
근로자 약 30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5. 4. 21. 참가인 B 노동
조합이 원고 A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
나, 원고 A 회사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B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
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
시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이유로 A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자 A 회사는 참가인 B 노동조합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
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는데 해고자가 조
합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조법상 규정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
섭요구사실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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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매점운영자들이 A 회사의 매점을 운영하는 상황
을 보면, 매점운영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했고, A 회사
가 물품을 전적으로 공급하며, 판매대금은 모두 A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중 일부를 용역비로 지급받았다. 매점의 운영시간은 A 회사와 협의를 통
해 결정하였고, 매점운영자들이 휴점하려면 A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구내 영업료와 영업용품비는 A 회사
가 부담하였으나 그 외 영업활동에 직접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매점운영자
들이 납부하였다. 만일 매점운영자들이 판매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A 회
사에 사전통보를 해야 했다. 또한, A 회사는 각 매점에 자신의 비용으로 웹
카메라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
업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영업실적이 저조할 경우 A 회사는 매점운영자와의
판매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단, 매점운영자들은 A 회사의 취업규칙
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기 위한 전제는 매점운영자들이 노
조법상의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2016. 1. 14. 선고

2015구합66684 판결)은 매점운영자들의 업무내용이 A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
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판매대금의 일괄 납부는 절차상의 의무이고, 영업지
도 및 웹카메라 설치도 위생상태 점검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것일 뿐, 매점
운영자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점운영자들은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중앙노
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와 참가인 B 노동조합의 항소에 대해 고등법원 역시
행정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법리로써 독립사업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이하 괄호 안은 저자 기입). 예를 들어,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경제적 종속성), 특정사업자가 노무 제공의 내용을 일방적
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사업자 간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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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ㆍ전속적인지(조직적 종속성), 양자 간에 어느 정도의 지휘ㆍ감독 관
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받는 임금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
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노조법의 입법 목적은 헌법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과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이고, 동법의 근로
자 정의규정 또한 고용형태 이외의 노무제공자까지 근로자로 포함하는 것을
감안하면,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의 관
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내용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의 판시를
재확인한 것으로, 대법원은 근로계약 이외의 형태로 노무계약을 체결한 외
관상 독립사업자(자영업자)와 특정사업자 간에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
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을 2가지로 분류한다. 첫째가 양 당사자 간에

-약한 정도의 인적 종속성과 전속성을 포함하여- 경제적ㆍ조직적 종속성이
있는가이며, 둘째가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유무이다. 즉, 노무제공자 집단에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그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그리
고 경제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시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법리에 포
섭한다. 사안의 양 당사자는 표준화된 표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즉,
계약 체결 당시 매점운영자의 내심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었고-, 매점운
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A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양자 간의 용역
계약은 지속적이어서 상당한 전속성이 존재하였다.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
인 업무의 내용은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되었고, 물품의 판매가격 또한 A 회
사가 결정하였다. 매점운영자들은 A 회사의 교육과 연수를 받아야 했고 회
의도 참석하여야 했다.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지도 외 계약 위반 또
는 매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였다(징계권
의 행사). 그리고 A 회사가 매점운영자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매점 관리와 물
품 판매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A 회사와 매점운영자 간
에는 경제적ㆍ조직적 종속성이 존재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
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노조법상의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근로기준법의 인적 종속성으로 판단하
지 않게, 노조법의 목적에 비추어 경제적ㆍ조직적 종속성과 전속성 및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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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성질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견해는 매우 타당
하다. 노무제공자에게 단결권을 부여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교섭 부결 시 단
체행동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교섭의 양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힘의 우
열 차이로 대등한 교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매점운영자와 A
회사 간 힘의 우열을 인정하고, 사실상 대등한 교섭을 하지 못하여 노동조건
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처럼 구체적인 기
준으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보장의 필요성을 개방적으로 열어둔 것도 향후 노조법이 계약의 열위에 있
는 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큰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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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

【판결요지】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
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乙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
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乙 자치단

체가 甲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甲이 부당해고 구제신
청을 한 사안에서, 재위촉 이후 甲이 추가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추가
업무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
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재위촉 거부 무렵에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등 업무
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
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乙 자치단체는 甲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甲으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甲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에
乙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乙 자치단체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면, 甲이 재위촉 거부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자치단
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와 달리 근로자성 판단법리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되는 2006년 대법원 판례법리를 원용하면서 ｢근로기준법｣(이
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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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① 업무내용
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
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속적인 관계 여부의 주요 판단
조건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은 이 사건 주민자치
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이하 ‘이 사건 자원봉사자’라 함)는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 지역사회 개발․발전,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
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의 공익활동(｢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

7조 제1호, 제2호, 제15호)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및 프
로그램 보조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원봉사자로 위촉
하여 처우해 온 것일 뿐으로, 이 사건 자원봉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 사건 자원봉사자가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2013. 2.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이들에 대한 수당 지급업무,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
로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일제로 다른 자원봉사자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달 적게는 약 550,000원, 많
게는 약 800,000원에 달하는 상당한 돈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추가
로 지급받은 돈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모두 합산한 액수는 최저
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며, 추가된 업무에 따
른 총근무시간과 지급받은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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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봉사실비와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하였던 것으
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 측으로서도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근로 제공이 무
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
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을 지정하였고, 이 사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근무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작
성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자원봉사자는 그 밖에 원고인 지방자치단체 소
속 지방공무원인 ○○○동 총무주무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각종 업무자료
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근무일지를 확인받기도 하는 등 업무수행에 관한 상
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추가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은 원고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대가이고, 내부 행정기관
의 지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징수․운용 등에 대해 일정한 규
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돈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
강료를 재원으로 하여 별도로 관리․집행하는 예산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정
을 들어 이 사건 자원봉사자의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이 행해지고 그와 관련하여 일정액의 금품이 제공된 경우,
그 같은 금품 제공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즉 활동(노동)제공자가 금
품 수령을 목적으로 당해 활동(노동)에 참가하게 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에는 종래의 판례법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의 “일정한 활동(노동) 제공이 금
품 수령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즉 활동(노동)제공자가 금품수령을 목적
으로 활동(노동)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
었는지에 달려 있는데, 활동자(노동제공자)가 당해 활동으로 이루어질 공익
의 달성 및 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통한 내적 성취감 및 만족감을 주된 목
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당해 활동에 대하여 대가로 지급되는 금
품을 주된 목적으로 참가하게 된 것인지, 상대방은 활동자의 어떤 의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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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는지, 일정액의 금품이 지급된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당사자들은 이를
활동(노동)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의
사가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
급되는 금품의 액수가 당해 활동(노동)의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적절한 액수
인지, 당해 활동을 통하여 이룩되는 성과가 공익과 관련된 것인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로 강한 지휘․감독 관계에 놓
이게 되는지, 당해 활동관계에서 이탈이 자유로운지,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
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의무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의사를 추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기준은 자원봉사
자 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대구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301869 판결 참조).
학교 배움터지킴이 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이 공익추구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통한 내적 성취감 및 만족감
을 목적으로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임의로 설정한 채용 및 지위 부여, 운용방식, 금전 지
급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
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일정 정도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고, 봉사활동 외에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거나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순수한 봉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자원봉사활동
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 배움터지킴이 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사용자 측은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이해하는 반면
에 자원봉사자 등은 봉사활동과 더불어 당해 활동이 일정 정도 노동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법리가 일정
정도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상판결과 같은 판결들이 나오
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형식적 관점이 아닌 실질적 관점에서 근로자성을 판
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권오상(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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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

【판결요지】
甲이 乙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자로 위촉되어 1일당 2만 원을 봉사실비 명목으로 받으며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3년 뒤 재위촉된
후에는 乙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업무와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회계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55만 원에
서 8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으며 근무하였는데, 다시 3년 뒤 乙 자
치단체가 甲에 대한 시설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甲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위촉 이후 甲이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
위와 추가 업무내용,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대가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고려하면, 甲은 재위촉 거부 당시 임
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乙 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 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두
었다. 이 사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시설 대여 및 관리 업무와 프
로그램 운영업무로 구분하고, 후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참
가인 甲이 응모하여 선발되었다. 甲은 2009. 1. 3.부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되
어 시설물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지원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 2. 자원봉사자로 재위촉되었다. 甲은 재위촉 이후에는 자원봉사자들
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관리자로 선정되었고, 2013. 2.부터는 주민센터 회
계업무까지 맡아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 확인 및 이들에 대한 수당 집행
업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집행 및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甲은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이래 봉사실비 명목으로 1일당 20,000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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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그 외에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2009. 2.경부터 매달 또는 간헐적으로

120,000원 내지 22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2013. 2.부터는 총괄관리자 명목
으로 매달 550,000원 내지 600,000원을, 회계책임자 명목으로 매달 100,000원
내지 20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
乙이 2015. 12. 31. 甲에 대한 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하자, 甲은 경기지
방노동위원회에 乙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
원회가 이를 인용하자, 乙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乙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乙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다.
제1심인 서울행정법원 2017. 5. 11. 선고 2016구합74002 판결은 乙의 청구
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은
乙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원심의 취지를 보면, 먼
저 원심은 甲의 사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인지 다
투어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주민자치센터인 것을 확정한다. 그리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
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
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
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
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
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
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
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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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의 위 판결요지에 사실관계를 포섭하여 보면, 甲과 乙 사이에는 계약
기간과 업무내용,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선발과
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선발과정과 큰 차이가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경우 정년이 존재하지 않고 겸업 및 부업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그리고 지
급된 실비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甲이 乙 또는 자치위원회에 임금협
상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의 금원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
즉 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근무일지 역시 작성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乙의 지휘･감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비 지급을 위한 증빙서
류이며, 甲에게 특별한 복무규정이나 인사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밝혔
다. 이에 원심은 甲을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원
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보아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파기환송한다. 먼
저 대법원도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요지를 인용한 다음 관련
법리를 적용하는데, 지급된 약 80만 원의 돈이 실비로 보기에는 너무 많아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며, 총근무시간과 전체 금액 등을
고려하면 乙도 甲의 활동이 무보수의 자원봉사활동을 벗어났음을 인식하였
을 점, 乙이 甲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근무일지 역시 확인하
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등을 살펴보면 甲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원심의 판결은 스스로가 인용한 2004다29736 판결의 요지와 상
충된 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
으로 일을 하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원심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선발과정이 다른 점, 임금을 협상하지 않은 점, 복무규정이 없는 점 등
흔히 볼 수 있는 근로자라면 갖추고 있을 ‘외형상’의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
의 근로자성 유무를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이러한 특징들은 근로자들
의 흔한 모습일지는 몰라도 근로자성의 본질은 아니다. 따라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특정된 점과 근무일지 점검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그리고
실비 이상의 금원을 임금으로 추정한 점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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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파악한 대법원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근로자인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봉사’의 명목으
로 실질적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관행을 멈추게 하였다
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는 상당하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노동법의 적용

아이돌보미는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인가?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계약의 본질은 종속노동관계의 설
정이고 이는 곧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들을 비롯한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작성된 표준
계약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관계에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
간을 의미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아이돌보미가 자신의 노동력을
서비스기관의 처분에 맡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본질적
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 즉 표준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성립한 계약이 종속노동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위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아이돌보미에게는 서비스기관에 근로
를 제공할 의무, 즉 서비스기관의 지시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
담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
에 대한 선택권은 서비스기관에 있지 아니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있다.
[2] 종속노동의 핵심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
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인데,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
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므로(서비스
기관은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아무
런 권한이 없다), 서비스기관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 사이에 소정근
로일수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고, 달리 아이돌보미들의 소정근로
일수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방법도 없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되어 해당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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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사정에 따라 서비스기관과의 관계 단절 없이 해당 가정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활동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활동기간
동안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이돌보미는 아이
돌보미 활동기간 동안에도 서비스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
한 처분권을 온전히 보유하고 행사하는바,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계
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기에 아이돌보미가 서비
스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당이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볼 만한 충분
한 근거가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전
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아이돌봄지원법｣(이하,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이용
자의 주거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은 정부로
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받은 사
단이나 법인들을 피고로 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
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
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1)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가 항
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피고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2)
이 사건 법원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단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에 관한 일반법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판단한 것은 근로자성
에 관한 다른 사건들과 다른 바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이 판단의 근거
로 든 것들 중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다른 사건들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
다루어진 적이 없는 점들이 있어 주목을 끈다. 그 부분이 위에서 소개한 판
1)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합50308 판결.
2) 이 사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대
법원 2019다2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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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요지 [1], [2]로 제시된 것이다. 위의 요지는 이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한 아이에 대한 돌봄활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들이 동의하여야만 서비스이용자와 연계를 해주어 돌봄활동
이 수행되는 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물론 판결요지 중 두 번째 부분에
서는 근로자성 판단법리에서 제시된 지표인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
여부’나 ‘전속성’에 대한 판단이 혼재되어 있지만, 이 지표들은 원고들이 피
고들이 제시한 특정의 돌봄활동에 동의하지 않아 특정의 돌봄활동을 수행하
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판결요지 [2]의
부분도 [1]과 함께 특정의 돌봄활동이 그 활동에 대한 동의에 의해서만 수행
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의 일부로도 볼 수 있다.
판결요지 [1]에서 나온 법원 판단의 핵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표준
계약서3)만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의 서식을 보면, 돌봄활동의 기간, 장소, 근무시
간, 수당 및 지급일과 지급방법, 계약해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근
무시간은 ‘이용자 요청에 따라 서비스 연계된 시간’으로 정하여 특정의 돌봄
활동에 동의하여 실제로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시간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
사건 법원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를 두어, 원고들이 표준계약서만으로 특정
의 돌봄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 법원은 이 특정의 돌봄활동의무가 없어 근로계약의 핵심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그 결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의 노무 제공이 노무제공자의 수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노무관계
에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매우 드물지만 아예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
다. 배달앱종사자 사건4)에서는 배달앱을 통해 수락하는 경우에만 음식배달
의 노무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1심 법원5)은 배달요청을
3) 아이돌봄지원법에서는 서비스기관에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시행규칙에
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이에 따라 여
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ꡔ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ꡕ에 이러한 내용의 서식이 제공되어
있다.
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5)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제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이 사
건 제2심 법원에서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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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경우에 제재가 있는지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휘․감독관계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의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의 노무 제공이 노무 제공자의 수락에 의해서
만 이루어지는 노무관계의 사실적 측면을 근로자성 판단법리의 지표상 지
휘․감독성의 여부나 정도의 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법원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측면은 다른 지표(예를 들어 근로
시간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나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적인 징표인 근로제공의무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한 점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
던 ‘근로제공의무’의 존재나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에 이 사건 법원이 초점
을 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6)
특정한 이용자의 아이에 대한 돌봄활동을 수행할 원고들의 의무(이하, 특
정돌봄활동의무)가 원고들의 사전동의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문제는 특정돌봄활동의
무가 없다고 해서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특정의 돌봄활동은 사
전동의에 의해서만 수행되지만, 이 사건 원고들이 특정의 돌봄활동을 어느
정도의 횟수로는 수락하여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유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 사건 법원이나 제1심 법원이 적시한 사실관계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ꡔ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ꡕ(이하, 아이돌
봄지원사업 안내)7)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들은 3개월 이상 아이돌봄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활동포기자로 간주되어 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보미 인원에
면까지 포함하여 제2심 법원의 판단을 승인하였다.
6)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측면 자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7)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는 매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이를 사실상 업무처리 매뉴얼로 사용한다. 이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는 아이돌
봄지원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들도 있고(예를 들어 표준계약서의 내
용),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자로서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통하
여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에는 수탁자인 서비스 제공기
관이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아이
돌봄지원사업 안내의 서식 1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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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고, 보수교육대상에서 제외된다.8)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
러한 사실을 2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이돌보미들은 특정돌봄활동의무가 없지만, 돌봄활동을 일정
한 횟수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일종의 징계를 통해 강제받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그래서 이 사건 법원이 위 판결요지 [2]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이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활동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아이돌보미가 활
동중지 등의 사유 없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나 3개월 이상 한 가정에 종
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활동지원금이 가산되고,9) 선발된 아이돌
보미는 본인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양성교육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수 후 6개
월 이내에 일정한 시간의 아이돌봄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교육비 대부분을
환급받게 된다.10) 이러한 점들로 보면 특정돌봄활동의무가 없다고 해서, 아
이돌보미들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봄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단순히 연계활동만을 수행하는 것인
지에는 의문이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추가의 사실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돌봄
활동의무가 없는 표준계약서만으로는 근로제공의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인
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상의 계
약 전 기간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안하는 특정돌봄활동을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특정돌봄활동을 수락하는 경우는 그 특정의 돌봄활동 수
행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정의 돌봄활동 수행기간에는 노무 제공을 특정한 형
태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계중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제재가 따른다. 예를 들어 영아 종일제 돌봄활
동의 경우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 돌봄활동이 시작된 경우 영아 종일제 돌
보미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 여성가족부,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57. 여기에서는 활동포기자가 재활동을 원
하는 경우 면접을 거쳐야 하고, 3년 이상의 활동포기자는 자신이 교육비를 부담하여 양성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다(제32조 제3호).
9) 여성가족부,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46.
10) 여성가족부,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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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하루 전에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11)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법원이 판결요지 [2]에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되
어 해당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도 자신의 의사와 사정에 따라 서
비스기관과의 관계 단절 없이 해당 가정에 대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경우 표준계약서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을
미리 특정하지 않고 아이돌보미의 상황에 맞추어 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근로계약의 형태
는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의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 표준계약서에서 조건부로 근로제공의무를 설정한,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보통 1년 단위로 체
결되는 표준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과 없는
기간으로 나뉘고, 아이돌보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기간의 장단이 탄력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례를 보면,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탄
력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시간강
사나 학원강사, 방송국의 외부제작요원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근로제공의무
가 없는 기간이 포함되는 근로계약 형태는 지금까지 인정되어 왔다.12)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방식 이외에 이 사건 법원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
성을 부정하는 다른 근거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이러한 근거들
에서는 이 사건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에서 상당히 불철저하고, 개개
의 근로자성 지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는 기준을 편향적으로 적
용하는 점이 발견된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법원이 ‘상당한 지휘․감독’의 여
부에 대해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이 사건
법원은 아이돌보미들의 업무에 대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 점을 적시하며, 이것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
였으나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정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이외에 서비스기관이
11) 여성가족부, 201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158, 서비스이용계약서(서식5호) 제5조
참조.
1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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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에 대해 징계나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
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이용자 가정과 현장활동에 대한 모
니터링이 광역거점기관에 의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해당 서
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점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달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개선조치를 개
선하도록 하고 광역거점기관13)은 조치결과를 파악해야 하는 점14)을 고려하
지 않았다. 또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경우에 활동계약이 해지되는 것
이외에도 1년간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스스로 3개월 이상 연계활동을 하
지 않은 경우는 물론 무단이탈, 잦은 지각 등 아이돌보미가 계속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할 때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
대 6개월까지 연계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
지 않았다.15)
다음으로 이 사건 법원은 아이돌보미 전체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문
자로 주의사항을 알려온 것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품질 유지와 돌봄서비스를 향유하
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상당한 지휘․감독’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 문자로 안내된 사항을 보면, ‘시간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목욕, 젖
병 소독 등의 업무를 할 것’, ‘서비스 제공 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것’ 등 아이돌보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문자로 안내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자 가정의 민원이나 혹은 모니터링
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알게 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개선조치를 취하
13) 광역거점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에서 지정되어 전화모니
터링, 아이돌보미 현장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기관 파악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81).
14) 여성가족부, 201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82.
15) 여성가족부, 201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p.57～58. 이상하게도 이 사건 법원은 유
사한 내용으로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에 적시되어 있는 ‘연계중지’의 내용을 판
결문에서 사실로서 소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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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 연계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이러한 경우에 상당한 지휘․감독성을 부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
봄서비스는 국가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사회보장사업으로 추진하
는 사업이며, 아이돌보미들의 활동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
한 업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돌봄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가 아
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활동일지, 모니터
링, 문자 지시 등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한 지휘․감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원이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
는 것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형태의 취업규칙이 없다는 점
이 상당한 지휘․감독성, 더 나아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안내에서 정한 사항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들의 사항
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원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당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별도로 기본급 내지 고정급,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을 근로자성을 부
정하는 근거로 들었다. 그렇지만 시간당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으면 이것은
기본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일급 혹은 시급 근로자가 근로
를 제공한 시간 수나 일수에 맞추어 임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
다. 다만 다른 일급 혹은 시급 근로는 주나 일의 근로일수가 사전에 정해지는
데 반해 아이돌보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원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사항들 중 근로자
성을 인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으면서, 부정
적으로 작용하는 사항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명시적으로 고려하
였다. 예를 들어 이 사건 법원은 2015년에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가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체결되었던 것16)이 여
성가족부의 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유의미하게 볼 수 없다고 보고, 2014년
부터 아이돌보미들에게 4대 사회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되는 것은 여성가족부
의 지침에 따라 시혜적으로 이루어져서 근로자성 판단을 강화하는 징표로
16) 여성가족부,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153. 서식 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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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이 사건 법원은 2015년의 영
아 종일 돌봄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서비스 제공‘기관은 중계자로서 상호 연
계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할 뿐, 세부사항은 합의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
는 문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앞의 계약서들 모두 여
성가족부의 사업 안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서비스 제공기관이 그대로
사용하고, 당사자인 아이돌보미들의 수정이나 변경 없이 체결되는 것인데도
이 사건 법원은 후자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
히 후자의 계약서에서는 연계만 해주는 계약이라고 보아 아이돌보미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17) 실제로는 그 반대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신의 부담으로 아이돌
보미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서비스 제공과정 중 갑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일어
난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오고 있었다.18)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원은 아이돌보미들인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원고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이 사
건 법원은 표준계약서가 이 센터 명의로 작성되고, 다른 행정사무의 처리도
센터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우선 이러한 판단은 사회복지
관련 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를 정하는 법리에 반한다. 대법원은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단 또는 법인이 사업주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단 또는 법인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에 대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았다.19) 이 사건에서도 해당 지역 건강
가정지원센터 명의로 표준계약서나 다른 행정사무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
도, 이 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법인이나 사단으로서 위
탁을 받은 기관인 이 사건 피고들이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인 혹은 사단으로
17) 여성가족부, 201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p.148, 서식 5호 영아 종일 돌봄서비스 이
용계약서 제9조.
18) 이처럼 실제와 다르게 위 이용자계약서 제8조는 아이돌보미가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제9조의 관리책임 부정
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제8조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범위 내에
서 해결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수
정되었다(2018년 사업 안내 p.157, 2019년 사업 안내 p.184 참조).
1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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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사건 피고들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해당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돌봄지원법에 의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아이돌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잘못 알고 실제 행정업무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 명의로 아이돌봄
사업의 사용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들이 이 사건 원
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20)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방론이 되겠지만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사건 법원의 판단과 달리 아이돌보미들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
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돌보미와
같은 형태의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 수나 근로일수,
즉 소정근로시간 수나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것이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직면
한 문제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제1심 법원은 주휴일과 연차
휴가가 각각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와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부여되고,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지급
되는 것인데, 원고들이 수행하는 근로의 성질상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
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더 이상 다루기는 어려우나 과
연 달리 산정할 합리적인 방법이 없어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향
후 검토가 필요하다.
심재진(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 이 사건 원고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이 사건 피고들 중의 하나를 상대로 하
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그 피고가 불응하여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다투어진 사건
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유사한 취지로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건강
가정지원센터가 아니라 이 사건 피고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2016누
628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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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헌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방법에 대한 단상
-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
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
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
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
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
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종속노동의 핵심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
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인데,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무
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므로(서비스기
관은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서비스기관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
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기관과 아이돌보미 사이에 소정근로
일수 및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바 없고, 달리 아이돌보미들의 소정근로일
수 및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방법도 없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신
청 가정과 연계되어 해당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다가도, 자신의 의
사와 사정에 따라 서비스기관과의 관계 단절 없이 해당 가정에 대하여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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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표준계약서에 정해진 활
동기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활동기간 동
안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
보미 활동기간 동안에도 서비스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온전히 보유하고 행사하는바,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계속
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기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받은 수당이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전속되
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아이돌봄지원법｣(이하,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
돌봄서비스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정부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아이돌봄서비
스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민간기관 등을 피고로 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을 청구하였다. 사건의 제1심 법원인 광주지법은 이 사건 원고들이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들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1) 이에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의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패소한 원고들은 대
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대법원 2019다252004).
국가(지자체 포함)가 국민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지급처분처럼 국가
가 직접 국민에게 수익처분의 형태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처럼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인이나 단체 등 서비스기관의 매
개를 통하여 복지서비스 같은 현물급여를 사회보장급여로 제공할 수도 있다.
1)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가합50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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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가, 국가가 서비스기관을 통하여 ‘국가-매개체(서
비스기관)-국민(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의 형태로 삼면관계에서 국민에
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예다. 이런 경우에 매개체에 해당하는
서비스기관을 통해 모집된 서비스제공자들이 서비스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
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며, 이 사건 아이돌보미도 바로 이런 사건 유형에 속한다.
이 사건의 근거규범에 해당하는 아이돌봄지원법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직
무와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고(법 제5조, 제6조, 제7조) 서비스기관의 지정요
건과 임무를 정하는 한편(법 제11조, 제13조) 서비스기관에 소속 아이돌보미
와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며 표준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4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여
성가족부령에서는 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기간 및 내
용, 수당, 아이돌보미 계약 해지 등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시행규칙 제11조) 법령을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
간하는 ꡔ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ꡕ라는 책자(이하, 아이돌봄지침)에 그러한 표
준계약서의 서식이 제공되어 있다. 즉, 국가는 매년 서비스기관에 비용을 제
공하고 서비스기관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와 계약을 체결한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요청하는 국민에게 아이돌보미를 보내어 서비스를 제공하
게 한다.
이 사건 법원은,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에 실질
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아
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
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아이돌봄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
택권이 아이돌보미에게 있는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무
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므로 서비스기관
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닌 점,
아이돌보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없는 점, 서비스기관
이 아이돌보미에 대해 징계나 제재 조치를 할 권한이 없는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당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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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기본급 내지 고정급･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아이돌
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 법원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종속노동의
표지를 만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내용들
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의문을 표시하는 견해가 존재
할 수 있다.2) 그런데 이 사건 아이돌보미와 같이 종래 근로기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상정했던 공장형 근로자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근로자의
등장에 대해 보호의 획일성이라는 잣대하에 무조건 근로기준법이라는 보호
의 틀에 끼워맞추고자 하는 시도가 타당한 것인지, 새로운 유형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라는 획일화된 보호의 틀이 타당한 것인지, 다른 보호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
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나름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
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이하, 부호 없이 표기) 매우 다양하
다. 그런데 법률마다 근로자의 개념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왜냐
하면 법률마다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근로자 개념에 대
한 해석 또한 법률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중에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가장 상위의 법
은 ｢헌법｣(이하, 헌법)이다. 그러므로 근로자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는 헌법으
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은 모든 법질서의 토대를 형성하는 규
범적 기초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모든 법규범의 성립과 존속, 내용, 효력의
근거가 되며, 법률과 명령의 입법기준 및 해석기준이 된다. 게다가 각종 근
로관계에 관한 개별법은 바로 헌법상 근로권과 노동3권을 예시적으로 구체
화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헌법에서 근로라는 용어는 제32조에서 등장하고 근로자라는 용어는 제33

2) 심재진, ｢아이돌보미는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인가?｣, 월간 노동리뷰,
2019년 8월호, 95-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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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등장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
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근로권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
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
을 뿐이지 누가 근로자이고 누가 근로자가 아닌지 근로자의 정의, 개념요소,
요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 바 없다. 이는 다분히 헌법이 가진 속성인
개방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헌법이 생각하는 근로자 개념은 시대나
사회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
은 오히려 헌법의 특성에 맞지 않고 시대정신에 따라 스스로 규정되도록 두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상 근로자’ 개념은 일의적으로 정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위규범(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구체적 해석에 따라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은, 예컨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등 특정 법률상의 근로자 개념에 한정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
으므로, 노무제공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특정한 법률의 근로자 개념에 포섭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도 못한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헌법상 근로자로 이해
하여 기본권 주체 혹은 권리 주체로서의 적절한 보호방법의 가능성을 고민
해보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모든 노무제공자는 헌법적 관점에서는 모두 근로자인 것이고 다만 구체적･
개별적 법률에서 특정 법률의 근로자 개념 범주에 속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가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반대로 지적하면, 당연히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
장하는 유형의 노무제공자 중에는 아무리 해석을 통해서 끼워맞추고자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섭시키는 것이 난해한 경우들이 많을 것이
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섭시키는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근로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
은 경우들이 등장하며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편적 보호라는 취지에 맞
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근로자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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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방법을 도모할 여지
가 생긴다. 이 경우 반드시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기
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이용한 우회적 보호라든지 ｢민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의 보호규정을 적용하여 보호를 인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획일적 보호가 아니라 근로형태의 다양성이나 특수성
에 맞추어 얼마든지 해당 노무제공자에 적절한 보호의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나 민법,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상의 보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무제공자마다 사실관계의 판단이 상
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한 노무제공 유형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보호의 모습이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가 합리적인 보호방법을 지침의 형태로 제정하여
노무제공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관계 규율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소위 소프트로(soft law)를 통한 보호의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세부규정을
지침의 형태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를 위해서 법령 위임에 관계없이 지침 등 명칭으로 행정규칙을 만들어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정부의 지침은,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 등 명칭으
로 만들어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기도
하고, 상위법령을 구체화하거나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국가와 국민이라는 양
면관계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예컨대, 행
정처분 부과)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기도 한다. 특히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의 근거로 지침이 활용되는 경우 그 지침은 법률유보
의 원칙 및 법률우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위법하지 않다. 과거 보건복지부 지
침인 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ꡕ에서 추정소득 부과가 바로 법률유보원칙
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3)
그런데, 정부의 지침은 종종 국가와 국민 간의 양면관계가 아니라 국민 간
3) 노호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 정하는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제50호, 2014.6, pp.391~400. 추정소득은 현재는 확인소득이라는 명칭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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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법령과 결합하는 형식 또는 질의･회시나 행정
지도의 형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예컨대, 한때 논란이 되
었던 ‘통상임금지침’, ‘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이 바
로 그러하다. 이러한 지침들은 바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률관계 즉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여 간접
적인 규율을 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행정청이 어떤 특정한 당사자
에 어떤 구체적･개별적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간의 법률관계가 일
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지도하는 모습을 취한 것이다. 지침을 통하여 국
가가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만약 그
지침이 법률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든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라든가, 판례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든가, 법원의 해석권한을 침해하여 제
정되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여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침의 성격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직접 규율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하위규범으로서의 지침
이 아니다. 오히려 아이돌봄지침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만
들어져서 ‘아이돌보미-서비스기관-서비스제공자-서비스이용자’ 즉 국민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률관계의 해석 내지 당사자 간 법률관계 설정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종적인 법령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법
률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아이돌봄지침에 따
라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이돌봄지침 자체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정부에서 나름 합
리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면서
동시에 노무제공자 보호의 취지를 배제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일종의 소
프트로(soft law)로서 그 규범성을 인정하는 것도 새롭게 등장하는 노무제공
형태에 대한 보호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덧붙
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가 지침의 형태로
표준약관을 구축하여 관련 법령과 함께 다층적 보호막을 형성하고자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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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기술변화가 첨단을 달리고 노무제공형태도 공장형에서 탈피하여 플랫폼
형태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다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
호방법으로서 무리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만을 고집하는 것
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
호는 all or nothing의 보호방법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노무제공자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헌법상 근로자’에
는 속하므로 근로3권을 통한 직접적 보호든, 기본권의 제3자적 보호를 통한
간접적 보호든, 민법 및 기타 다른 개별법을 통한 보호든, 노무제공자와 노
무수령자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부지침과 같은 소프트로를 통한 방법
이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다변화된 노무제공형태에 적절히 대응하
는 방법이라고 본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침은
그 다양한 형태의 보호방법 중 소프트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이고 이러한 소프트로를 노무제공자 보호의 취지를 보다 살리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서 당사자 간에 법률관계 설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유
도한다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에도 점점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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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를 모집 ․ 관리하는 관리국장 ․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61957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
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
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
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
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
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
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
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
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홈스쿨교
사의 모집․교육이 주된 내용인 관리국장․지점장들의 업무는 업무계약
에 따른 것으로 학습지회사의 지시에 따른 다른 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며,
활동일지는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통한 업무관리는 정기적․일률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력이 없으며, 그 보수는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지지 않고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
실적급에 불과하여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처리
를 위한 규정상 직급체계는 실적에 연동하는 것으로서 인사평정에 따른
승진체계와 현저히 다르고, 근무시간 등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자율성이 보
장되어 겸업이 금지되지도 않았고, 회사가 직접 임대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 및 집기․물품 등은 업무에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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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진 권역별․전국단위 전략회의는 정보 공유를 위한 임의적
모임이었으며, 그 밖에 취업규칙 적용이나 근로소득세 납부 및 4대 사회
보험 적용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지회사의 관리국장․지점장
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
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히
사용종속관계 존부의 판단요소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의 법리는 1990년대 제
일씨티리스 사건(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배당이익])에서 보
여주었던 다소 엄격했던 판단기준을 2000년대 이후 계속된 부산학원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등의 법리 변화를 계기
로 상당 부분 유연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평석대상판결 역시 사용종
속관계 존부의 판단에서 유연한 기준이 요구됨을 기본법리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서 대단히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평석대상판결은 “지휘․감독의 상당성” 판단과 관
련하여 법리적으로 부산학원 사건에서 출발하는 듯하지만,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의 업무형태1)와 상이한 측면이 많은 종합반 학원강사의 업무상 특수성
에 주목한 대법원 판례의 시각 변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측면은 관리국장․지점장들의 주된 업무가 피고 학습지회사의 경영방식 내
지 경향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홈스쿨교사들의 모집․교육 등 교사의 업
무 활동․일정과 연동되어 있음을 일응 인정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업무계
약”2)에 따른 것으로 ‘학습지회사의 지시에 따른 다른 업무가 포함되지 않았
다’고 단정하는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대상판결은 더 나아가 학습지회사가
주도적으로 제작․활용하는 “활동일지”를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이를 통
한 업무관리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
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근로자의 업
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참조.
2) 대상판결은 “지점장․관리국장 업무계약은 피고의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도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상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도 없다.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형식적․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추론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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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특수성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유연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한
사례가 더 있다. 즉, 감리교신학원 시간강사 사건에서 대법원은 “시간강사들
이 대학으로부터 강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
지 않는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3)
둘째, 이 사건 “활동일지”에는 월별․주별․일별로 목표․계획 설정, 성과
관리, 활동관리 등의 항목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관리국장․지점장들이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할 월별 활동을 목표관리, 행정업무, 교사의 교육 및
모집 부분으로 범주화한 다음 각 항목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
였다. 아울러 학습지회사는 관리국장들에게 일별․주별 활동보고를 하게 하
였으며, 주기적으로 권역별 사업단에 있는 지점장들을 모아 전략회의를 주
최하거나 분기․반기별로 전국 단위의 확대경영전략회의를 주최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은 위 활동일지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
들을 포함하여 프로세스화한 것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사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루어진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에
대해서도 “사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 차원”으로
평가절하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권역별․전국단위
전략회의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목되는 측면은 이러한 수많은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관
리국장․지점장들의 보수가 그 이행실적에 따라 크게 연동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는데, 위와 같은 세부 항목별 지시 및 보고의 이행 없이 어떻게 객관적
이고 공정한 성과관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가늠하기 어렵
다.
셋째, 대상판결은 기본법리에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
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으면서, 관리국장․지점장들의 ‘보수는 기본급․고정급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
소]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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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해지지 않고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변동되는 성
과급․실적급에 불과하여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
처리를 위한 규정상 직급체계는 실적에 연동하는 것으로서 인사평정에 따른
승진체계와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4) 이에 반해
종래 대법원 판례 중에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 지급방식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
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유
족보상 등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사건 참조)가 있다. 또 성과급에 포함되는
의사들의 “진료포상비”에 대해 “소속 의사의 실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
은 진료와 특진, 협진 등의 업무는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에 차이는 있을
지언정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이므로, 그에 대한 포상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을 명시한 사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퇴직
금])와 함께,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에 대해 ‘차량 판매는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
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거나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
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
시한 사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례 [임금 등])도 있다.
대상판결은 위에서 요약한 판결요지를 근거로 관리국장․지점장들의 근
로자성을 인정한 초심5)을 취소하였다. 필자는 안타깝게도 초심의 판결문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판례평석을 작성하였는데, 아마도 초심판결의 익
명화 처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가 초심 판결문을 꼭 보고 싶
었던 이유는, 그 결론의 타당성을 떠나,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많은 고민의
4) 대상판결은 이를 두고 “원고들에게는 이윤창출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
는데, 사무실을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영업자산을 제공받은 원고들에 대해, 인간의 가
치창조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이윤, 즉 “장사 따위를 하여 남은 돈”으로밖에는 보지 않는
논거를 판결문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장사란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사서
팖,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고 국립국어원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합729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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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단순히 피고 학습지회사의 입장
만을 기계적으로 수용한 것 같은 평석대상판결문과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싶
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영혼 없는 판결이 양산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노동법의 암울한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무기(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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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26959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
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 및 판매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
료를 지급하는 위탁판매방식이 다수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탁판매원에
대하여 대법원이 정립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적용하면서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
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
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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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종합적 판단법리
를 형성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업무내용 결정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
한 ① 요소), 업무수행과정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한 ③ 요소),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한 ④ 요소),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에 관한 사정(대법원이 설시한 ⑧ 요소)을 핵심적인
요소로서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으로 ㉮ 판매업무에 관하여 매장의
위치와 판매가액, 할인판매 시기나 할인판매가액 결정을 A회사가 최종적으
로 결정한 점(업무내용 결정), ㉯ 목표 제시와 그 판매실적을 3등급으로 나누
어 평가하고 매장별로 목표 달성 현황 및 미흡 원인 진단을 전달함으로써
판매업무 수행과정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하고 감독한 점(업무수행과정에서
의 상당한 지휘․감독), ㉰ A회사가 지정한 매장에서 해당 백화점 영업시간
에 맞춰 판매원들이 근무하도록 구속하였는데, 이는 A회사 직원의 불시 전
화 확인이나 방문, 백화점 판매원들의 출근상황 및 휴가계획 보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업무수행 시간과 장소 구속), ㉱ 판매원들은 계속적으로 A회사
의 제품만을 판매할 의무를 부담한 점(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 A회사가 의류 및 피혁 제품이 달성하여야 할 매출액 점유
율 순위를 중시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한 점(전속적 제품판매업무의 특수성).
㉳ A회사가 판매 조력 인원들의 매장별 채용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해당 인
원에 대한 채용 여부와 채용조건까지 해당 매장의 백화점 판매원과 함께 정
하며 그 근무실태까지 파악하였고, 그중 일부는 심사를 거쳐 A회사의 백화
점 판매원이 되기도 하였으며 A회사의 주도로 매장에서 판매 조력 인원들이
근무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백화점 판매원들이 이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의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
결에서는, 위탁판매원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매장관리자들이 B회사가
지정한 가격에 의류상품을 판매한 점, B회사의 행사기간이나 할인율을 따라
야 한다는 점, 임의로 상품을 할인판매할 수 없는 점, 매장 내 상품진열방식
도 B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매장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전략 회의
나 간담회 등 교육을 실시한 점, B회사가 내부 전산망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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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매장관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 매출실적에 따른 수수료의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지 않고, B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판매사원들에 대한 인건비
를 지급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출하여 수수료에
매장관리자가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담겨 있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점, ㉯ 할인판매를 못 하게 하거나 상품진열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상품의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 직원들이 매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것도 브
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점, ㉰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해 지시한 것도 브
랜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매장관리자들의 상품에 대한 이해와 매출을 제고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 매장관리자들은 자신이 고용한 판매사원에게 매
장업무를 맡기고 매장을 이탈해 개인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인
정하고 회사가 매장관리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장관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이에 앞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에서 대법원
은,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백화점 근무 시 백화점 매장관리지침
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점, C회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C회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
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점, 백
화점 판매원들이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C회사에 보
고한 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이 모두 C회사 소유로 무상으
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화점 판매원들은 C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
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판단하면
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정리하면, 백화점 등에서 근무하는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판단의 주된
쟁점은 회사가 판매원들을 종속적인 지위에 두고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로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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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결과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작업을 자신이 원할 때 시작하
고 끝낼 수 없게 되고, 사용자가 정한 내용의 업무를 그가 정한 일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설시하는 한편,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전향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로’ 제공한다는 것은 시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로 제공한 결과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
에서 사용자가 정한 내용의 업무 수행 그 자체를 위하여 또는 그에 통상 수
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작업장의 위험한 기계 앞이
나 적의(敵意)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노출시켜야 하고, 자신의
정신을 업무 수행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는 포상 또는 업무 수행 그 자체에
대한 압박 앞에 노출시켜야 한다. 즉 근로계약에 의하여 시간만이 임금과 대
가적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험 역시 임
금과 대가적으로 교환된다.” 이처럼 노동현장의 이해와 관점에서 종속관계
를 노동현실에 맞게 해석한 것이 대상판결의 의의이다. 반면 서울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30644 판결에서는 매장관리자들이 종속관계가 아
닌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주들과 비슷한 처우를 받고, 또한 일부 매장관리자
들이 B회사와 동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매장관리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백화점 위탁판매원이라는 유사한 사안에서 본사의 지휘․감
독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노동 사건에서는 법관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재판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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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 제외의 위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

【결정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는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조항 중 부당해고를 제한하는 제23조 제1항,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관한
제28조 제1항을 포함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평등
권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
헌마820 결정).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근로기준
법은 제11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
로조건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해고 관련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
재 상시 4인 이하 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관련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 제2항과 해고예고에 관한 제26조뿐이다.
즉,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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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1)
대상 사건의 청구인 모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 확인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각하판정 또는 기각판결을
받았고,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조항이 무엇인지
를 법률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할 것을 규정한 ｢헌법｣(이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
보원칙,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위헌의견을 밝힌 2명의 소수의견을 제외한 법정의견은 ①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법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인 개별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 여부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이 일부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될 구체
적인 근로기준법 조항을 결정하는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위임한
것이 헌법 제75조에서 금지하는 포괄위임의 한계를 준수하는 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하고, ② “심판대상조항은 사용자의 부담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적
용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
되리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에서는 근로기준법 시
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조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및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위헌의견을 밝힌 2명의
소수의견을 제외한 법정의견은 ① “심판대상 조항이 부당해고제한조항과 노
1) 서울행정법원 2005. 12. 27. 선고 2005구합136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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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나
열하지 않음으로써 4인 이하 사업장을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차별 취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일부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근로기준법의 법규범
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
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② “심판대상 조항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율마저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
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 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1953년 제정된 이후 근
로기준법은 ‘15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1954년) → 15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 16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 적용 배제(1962년)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 상시 5인 이상 16인 미만 사업장 일부 규정 적용 배
제(1975년)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 상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
업장 일부 규정 적용 배제(1987년)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일부 규정 적용
배제(1998년)’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5년 기준 3,587
천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8.7%에 이르고 있다.2)
헌법재판소는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에서 ‘점진적 제도개선’을
이유로 부당해고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근로기
준법 일부 적용 제외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록 입법
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독
일연방헌법재판소(BVerfG)는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사업에 대해 해
고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독일 ｢해고제한법(Kündigungsschutzgesetz)｣

2) 안주엽 외(2016),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
역보고서, pp.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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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해고제한법)상의 규정에 대한 위헌사건에서, 소규모사업을 해고제한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소규모사업 내 근로자의 해고보호를 축소
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규모사
업조항의 합헌성은 해고제한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 내의 근로
자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최소한도의 해고보호가 주어진다는 헌법합치적 해
석하에서만 긍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3)
그리고 해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해 부
당해고 관련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것에 대해 합헌성을 긍정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일자리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생존의 기반이며 생
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해고는 실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심대
한 타격을 미치는 행위이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라는 점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가 판시한 바와 같이 - 상시 4인 이하 사업의 근로자도 일정 수준의 해고보호
를 받는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위헌이라는 지적을
계속적으로 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의 수라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관련 규정을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해 적용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법 정
책적 측면에서 볼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체의 경
우에도 사용자의 지불능력이나 경영상태는 각기 다를 수 있는데, 근로 기준
법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 법 준수 능력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4인 이
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4) 4인 이하 사업장 근로
기준 확대 적용에 대한 순응성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해고 등의 제한 조
항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23%가 ‘이미 적용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40%가

‘적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3%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상당히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14%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경영상 해고와 우선재고용제한조항의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15%가 ‘이미
3) BVerfG vom 27. 1. 1998, AP Nr. 17 zu § 23 KSchG 1969.
4) 안주엽 외(2016), 4인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학술연구용
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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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46%가 ‘적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7%가

‘다소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상당히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은 1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일률적
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는 지불능력이 없다고 전제하고 현 상
태를 용인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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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
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
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
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
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
로서 무효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A운수에서 격일제로 근로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A운수에 납
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금으로 하고, A운
수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
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2008. 3. 21. ｢최저임금법｣(이하,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제6
조 제5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서 최저임금법 준수가 과
제로 되었다. 이에 A운수는 2010. 7. 29. 및 2010. 10. 27. 소속 택시운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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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각각 개정하였는데, 실제 근무형태나 운
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순차로 단축하여 기존 소정근로
시간 월 209시간에서 1일 2교대는 월 116시간, 격일제는 월 115시간으로 변
경 단축되었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실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
만을 줄이는 조항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
장하며,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
에 미달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나4850 판결)은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하
였고, A운수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용자가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
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
한 취업규칙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이다.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
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
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
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
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
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고정급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하려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을 참고하면서, 비록 취업규칙 변경이
당사자 사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였다고 해도, 이는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다수의견에 대하여 3개의 반대의견이 개진되었다. 조희대, 이기택 대
법관의 반대의견은 특례조항의 취지를 택시운전근로자의 총수입 상승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고정급 비율 상승만을 통해 택시운전근로
1)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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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특례조항은 고정급 비율의 제고
로 임금의 변동 폭을 줄이겠다는 취지로서 임금의 수준을 평활(平滑)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고, 기존 최저임금법 해석론을 특례조항 해석론에 그
대로 적용하는 다수의견은 특례조항과 기존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상 본질
적인 차이,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는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김재형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경위, 목
적과 내용, 소정근로시간 조항과 고정급․사납금 조항의 관계,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의 무효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적어도 이러한 소정근로시간과 상호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변경된 취업규칙상 고정급․사납금 조항 역시 함께 무효가 되고, 당
사자가 이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고정
급․사납금 금액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을 의욕하였을 것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에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무효인 경우
종전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수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노동법규범과 노동현장의 괴리 내지 간극이 존재할 때 법원은 실재하는
노동관계를 반영하여 현상유지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
체적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다툼에서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
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
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1)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2)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돼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
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법
규범과 현실 노사관계의 간극을 ‘신의칙론’으로 메웠다(대법원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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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은 최저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에 대하여 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례조항의 입법과정
에서 논의된 일반택시운송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최저
임금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노사의 집단적 자치에 맡겨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
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
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고,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부합하
지 않는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탈법행위를 이유로 직
접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으로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
법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가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지급한 임금이 특례조항
을 적용하여 계산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업자는 당연히 그 미지급 임
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상판결로서 일부 택시운송사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이용한 최저임금법의 잠탈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특히 전원합의체가 정립한 법리를 따르는 이유는 법 해석과 적용이라는 사
법작용의 기준선이 된다는 점이며, 현실적으로는 패소의 위험을 예측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다.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근로조건 결정규범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신의칙 적용기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

【판결요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
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을 보장ㆍ향상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
은 기업 내ㆍ외부의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
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
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
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
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A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B 회사에서 1993. 4. 9.부
터 2011. 8. 1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B 회사는 회사 노동조합과 2011.

7. 6.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 종전의 단체협약은 퇴직금의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였고, 개정된 단체협약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였
다. 그런데 종전 단체협약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
였다. 원고의 퇴직 시점 통상임금은 일급 96,660원이었고, 평균임금은 86,576
원이었다(원 이하 절삭). 그리고 개정된 단체협약은 동 협약의 개정으로 이
미 획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B 회사는 근로
자 A의 퇴직금을 개정된 단체협약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
였다. 이에 근로자 A는 개정된 단체협약 전의 통상임금(상여금을 포함)을 기
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 고등법원(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5617 판결)은 퇴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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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을 불리하게 소급하는 것은 유효하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
더라도 기대 또는 신뢰가 생기면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본 사건의
경우 개정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의 저하를 금지하였으므로 B 회사는 근
로자 A에게 입사일인 1993. 4. 9.부터 개정된 단체협약의 적용일 전인 2011.

7. 5.까지는 개정된 단체협약 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것을 판시하였다. 그
리고 상여금 또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B 회사가 2004
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였고, 2006년에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
까지 결손금 누적액이 약 18억 원에 달하여 매년 거액의 국고보조금(2012년
의 경우 약 27억 원)을 받아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20건의 퇴직금
청구소송이 계류 중인 데다가, 근로자 61명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한
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을 지급하면 B 회사는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근로자 A의 상여
금을 포함한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단체협약의 변경으로 퇴직금
의 산정을 소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사합의에 반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
에 포함할 경우 과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
결의 설시대로, 기업의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위반되
는지이다. 원심은 첫 번째 쟁점에서 퇴직금을 소급하여 산정하는 것은 가능
하나, 단체협약상 기득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
칙이 있음을 이유로 단체협약 변경 전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판시하였고, 대
법원 역시 이에 대한 피고 B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두 번째 쟁점에서 원심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 B의 재
정상황과 추후 발생할 추가적인 비용 부담에 비추어 근로자 A의 청구는 신
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번째 쟁점에 관
해서 원고인 근로자 A의 상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그
이유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함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면 관련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그 주장을 쉽게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원칙에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의 강

근로조건 결정규범

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원칙과 예외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
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
법 등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
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기업 내ㆍ외부의 여러 경제적ㆍ사회적 사
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
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근로자 A의 추가 퇴직금 청구액이 약 3,600만
원으로 이는 B 회사의 연 매출액의 약 0.9%이며, 자본금의 약 6.7%에 불과
하고, 매년 적자상태이기는 하지만, 영업손실액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온 점
을 보건대, B 회사가 근로자 A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회사에 중
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
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상임금의 성격과 범위에 관한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
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에 따른 청구 배척’은 사용자 측에
게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으로의 도피’가
｢노동법｣(이하, 노동법)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다. 확실한 점은 일반원칙으로 도피할수록 분쟁의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
는 정교한 논리는 포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이 사안의 구체적인 형

57

58

노동판례리뷰 2019

평성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신의칙 적용은 노동법에 따른 이해
갈등의 조정이 아닌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함으로써 패소한 측의 불
복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의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과 함께 본 사안의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 측의
무분별한 신의칙 원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근로조건 결정규범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의 한계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60207 판결 -

【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
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
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
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
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 피고 등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합의 및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이미 피고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소급하
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사건 경위
원고는 전주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
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제도를 운영했었다.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
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
이었다.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이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
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
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그 시행시기는 시 지역의 경
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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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
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0. 6. 29.부터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교
섭하던 중, 2010. 8.경 “노․사 쌍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0. 7. 1.부터 적
용을 받게 되어 근로조건(임금) 및 운송수입금 사항 등이 포함되는 단체(임
금)협약 체결 시 체결시점을 2010.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적
용 시 회사는 인상된 월임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각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하여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단체교섭이 장기화되자, 원고는 위 노사합의에 근거해서 택시운전근로자
들에게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2011. 9.

9.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소정근로시간은 기존보다 단축된 ‘1일 5시간(1
년 미만 4시간 20분), 주 30시간’이고, 1일 사납금은 4,000원이 인상되었다.
피고는 2010. 7.부터 2011. 7.까지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일하다가 퇴
직하였다. 원고는 “향후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차액
분을 소급하여 반환한다”는 위 노사합의에 따라 위 재직기간 동안의 실제
근무일수에 인상된 1일 사납금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위 노사합의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합의가 협약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2. 평석
대상판결의 쟁점은 2011. 8. 원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합의가 단체협
약으로서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미 지급된 임
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분으로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는
합의가 유효한지 등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순서대로 검토한다.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
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을 뜻한다[｢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결과물로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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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만,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
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가 있
어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
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것도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합의하여 체결한 ‘계
약’임에도,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도 효력을 미치
는 이른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단체협약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규
범적 효력의 근거와 연결되어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 의견들을 크게 나누면, 단체협약이 계약과는 전혀 다른 법규범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와 본질적으로는 계약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쟁점의 상당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할 수 있
는 자유를 가진다. 이를 ‘협약자치’라고 한다. 협약자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에 대해 가지는 통제권 및 근로조건 규제권한을 전제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이 보유하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은 조합원의 근로생활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논의가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것이고, 단체협약
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하는 노동조합법에서 이는 ‘규범적 효력의 한계’ 문제
이기도 하다.1)
이것은 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규범적 효력을
갖는지, ② 어떠한 근로조건(예컨대 근로자 개인의 처분권)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규범적 효력을 갖는지 등의 문제로 나눠진다. ①의 질문은 구 단체협
약상 근로조건을 신(新)단체협약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유형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유형으로 다
시 구분할 수 있다.2)3)
1) 이 문단은 김유성(1999), ｢노동법 Ⅱ｣ 전정판, 법문사, p.171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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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에서 대상판결에서 다뤄진 것은 ②의 질문이다. 이 쟁점은 노동
조합과 조합원 개인의 권리가 직접 충돌하는 영역이다. 근로자의 계약자유
나 기본적 인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근로조건 규제권한 또는 단결권이 충
돌하여 양자 사이에 긴장관계가 나타나는 영역인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창
설할 수 없다. 근로의무의 설정은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노동조합의 의사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시간외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권을 박탈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둘째, 개별 조합원이 이미 취득한 권리, 즉 조합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
익의 포기를 정하는 단체협약조항은 무효이다. 예컨대 이미 구체적으로 지
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
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2010. 8. 원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
합의는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규범적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대상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사납금
인상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기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
은 협약자치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규범적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기존 판례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이 문단은 이철수ㆍ김인재ㆍ강성태ㆍ김홍영ㆍ조용만(2019), ꡔ로스쿨 노동법ꡕ 제4판, 도
서출판 오래, p.398을 인용하였다.
3) 한편, 위에서 살펴본 문제의식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협약자치의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체협약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을 들 수 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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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의 한계: 단체협약과 공서양속
-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922 판결 -

【판결요지】
성과급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회사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노동조합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성과급, 격려금을 차등지급하
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그러한 합의를 위해 사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회
사와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고 고소를 하였다는 사유 등만으로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은 근로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인바, 이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
되므로 무효이다.

1. 대상판결의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원고들은 자동차용 여과지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년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왔는데 2014. 1. 24. 피고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
한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제1합의’)를 체결했고, 2014. 7. 21. ‘성실하게 […]
노사 간 불화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에 관한 합의

(‘제2합의’)를 했다. 이 두 합의는 모두 회사를 상대로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을 제기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 즉 성과급의 10%만을 지급하기
로 하고(제1합의)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제2합의)을 정하고 있었다.

(2) 한편 원고들은 2013. 9. 및 10.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
금에서 누락되어 발생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1심･2심 모두 원고 패소), 2014. 10., 2016. 12.,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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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고 등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이어진 처분 일부에 대한
원고들의 재정신청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3) 피고는 위 두 합의에 근거해 원고들의 소제기, 고소 등이 있었던 2013
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성과급을 90% 감액하여 지급하였고(제1합의),

2014. 7. 25.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기본급 100%에 해
당하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제2합의).

2. 대상판결은 사건의 제1합의와 제2합의에서 정한 각 성과급과 격려금의
지급기준(이하 ‘지급기준’)의 효력 유무를 먼저 살피고, 이를 무효로 판단한
후 무효가 되는 지급기준의 범위를 판단했다.

(1) 재판부는 협약자치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
인했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사전적･개별적 동
의 혹은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노사 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며, 이때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상
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1)
이어서 재판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에 대한 종래 ｢민법｣(이하, 민법) 제103조의 판례
법리를 인용했다. 즉 동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법률행위의 내용(권
리･의무)이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②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이지 않더
라도 이를 강제하는 것 또는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를 결부하는 것이 공서양속을 위반하거나, ③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공서양속에 반해야 한다.2)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먼저 회사가 성과급과 격려금의 지
급기준을 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성과급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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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격려금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자들로부터 사전적･개별적 동의 혹은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
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 또는 제소 등을 했다는 사
유로 감액된 성과급을 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이 사건 지
급기준을, 회사가 “경제적 불이익과 임금을 통한 차별적 처우”로써 “근로자
들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판단했다. 즉 “원고
들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청구권[｢헌법｣(이하, 헌법) 제27조 제1항]을 현저하
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
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3)
한편 피고는 각 지급기준의 목적이 정당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아닌 소
송 등을 통해 무분별한 금전 요구를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지급기준의 내
용 자체만 놓고 볼 때 권리구제를 위해 정당한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도
성과급이 감액지급되고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4) 따라서 사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하급
심에서 모두 기각되고 고소･고발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구체적
사정이, 지급기준 자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고 보았다.

(3)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은 지급기준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사건 지급기준
중 무효가 되는 내용을 획정했다. 재판부는 지급기준이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를 위
반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였다(즉 일부 무효 시 전부 무효 원칙을 정한 민법 제137조 적용
배제). 그리고 그 근거로 제1합의와 제2합의의 체결 경위, 협약당사자 간 자
율적 합의의 존중, 단체협약의 단체법적 성격, 피고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
3) 강조는 필자.
4) 재판부는 특히 제2합의의 경우 소송의 결과나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격려금이 지급되
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어 피고의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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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근로자들 간 기존 법률관계의 보호필요성 등을 들며, 지급기준조항 중 소
송 등과 성과급 감액지급, 격려금 불지급을 결부시킨 조항만이 무효가 된다
고 보았다.

3.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지급기준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는 근거로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들고
그 논리적 귀결로서 민법 제103조 위반을 곧바로 도출해내는 과정을 다소
간결하게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상 판결이 논증과정에서 생략
한 쟁점을 파악해 그 검토필요성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조항의 효력 문제로 협약
자치의 한계 문제로서 논의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 기준이 근로자의 기
본권(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당해 단체협약이 ① 현저히 합리성
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거나, ② 민법 제103조 위반의 법
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①은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
경 문제로 협약자치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 규범적 효력을 상실한 것이
고,5) ②는 단체협약이 효력상 상위에 있는 노동법의 법원(法源)을 위반할 수
없다는 외재적 한계를 넘어 위법･무효인 것이다.6)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기본권에의 구속 문제는 협약자치의 한계 중 외재
적 한계 문제로 다루어진다.7) 최근 판례에서 협약자치의 외재적 한계가 다
5) 협약자치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이미 귀속된 권리(기득권: 임
금･상여금･퇴직금 채권 등)를 제한･변경･처분할 수 없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
다41384 등), 개별 근로자가 정해야 하는 근로조건 사항(예: 채용소멸, 퇴직, 전직, 전적
등,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참조) 혹은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을 규율할 수
없다(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pp.1087~1088). 이에 더해 단체협약의 체결
주체, 체결권한 남용 혹은 절차적 민주성의 문제 또한 협약자치의 내재적 한계의 문제
로 논의된다.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으로 권오성, ｢단체협약체결권한의 남용과 협
약자치의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056002 판결｣, 월간 노동리뷰
2018년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pp.84~87 참조.
6) 내재적 한계가 단체협약의 목적, 체결주체, 규율대상, 성질 등에서 비롯되는 단체협약
조항의 강행적 효력 유무가 문제된다면, 외재적 한계는 단체협약과 헌법상 기본권, 법
률과 같은 외부의 법질서와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단체협약조항의 위법･무효 여부가
문제된다. 김상호, ｢협약자치의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2.
7) 예를 들어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언론사의 내부질서를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하경효, ｢언론기관에서의 경영참가와 보도의 공정성｣, 민주화시대
의 노사관계(김윤환 선생님 화갑기념논문), 1992,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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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대표적 예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 채용에 관한 단체협
약8)과 산별 협약상 부제소특약9)이 있는데, 각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조항
의 무효(전자)･유효(후자)의 근거로 민법 제103조를 들었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 두 판결례와 달리 근로자(조합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근로조건을 불이
익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규정임에도 불구하고 ①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해당 지급기준의 무효 여부는 위 판결례와 같이 민법 제103조에 기초
해 결정했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적용 가능한 다른 법리를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일반조항으로 도피’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10)
만약 일반조항의 적용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이 기본권의 ‘현
저한’ 침해와 공서양속 위반을 등치시켜 곧바로 무효판결을 내린 것 또한 재
고의 여지가 있다. 협약자치의 한계로서 기본권에의 구속과 일반조항의 적
용 문제는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계
약설과 법규범설이 오랫동안 대립해왔다.11) 논란이 되는 것은 단체협약의
본질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의 존재로 인해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법)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판례는 계약설(‘법적 효력 부여설’)을 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의 본
질을 협약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

8)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으로 박수근,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월간 노
동리뷰 2016년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123~126. 이 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현
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사건번호 2016다248998).
9) 관련 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으로 문무기, ｢산별협약상 부제소특약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의 적법성 - 청주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2가합1419 판결｣, 월간 노동리뷰
2015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88~90. 이 판결은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6. 4. 12.
선고 2014나1950 판결) 기각 후 상고되었다가 취하되었다.
10) 같은 취지로 이광선, ｢단체협약과 반사회질서 위반과의 관계(협약자치의 한계) - 대구
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922 판결｣, 법률신문 오피니언, 2019. 9. 16. htt
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55770 (검색일 2019. 1
2. 16);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가급적 피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
경의 한계 법리 안에 반사회적 요소를 포섭해 한시적으로 정년을 단축하는 특별협약
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분석･평가로 조용만,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노동법연구 제3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12, p.129.
11) 박종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
정 법리와의 관계｣, 안암법학 제57호, 안암법학회, 2018, pp.27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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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서면상의 협정으로 이해하며,12)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보호와 노사
관계의 안정이라는 노동정책적 이유에서 단체협약에 대해 법률로 특별한 법
적 효력을 부여하였다고 본다.13)
계약설의 관점에서 단체협약은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다
만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구속될 뿐이다.14) 이 점에서 대상
판결이 근로자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지급기준에 민법 제103조
를 적용한 것은 논리적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어떤 종류의 기본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침해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지, 상이한 심사기준이 적용되
는지 아니면 단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제공하
지 않고 있으며 현저한 기본권 침해는 곧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단체협약)
라는 선언만을 하고 있다.15)
만약 단체협약의 본질을 법규범으로 볼 경우, 이 문제는 한층 더 중요해진
다. 법규범설의 입장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은 입법행위에 비견되어 단체협약
은 헌법상 기본권에 직접 구속된다.16) 적법한 협약자치의 범위는 사적 자치
의 범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이며 공서양속 위반은 아니지만 협약
수규자 혹은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의 존재를 상정해볼 수 있
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대상판결을 비판하
고 관련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사실 문제에 주목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더욱 집중했으리라 짐작한다. 향후 단체협약과 기본권 그리고 민법 일반
조항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이고 정밀한 판단을 기대한다.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2)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김형배, 노동법 제26판, 박영사, 2018, p.1067.
13)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14) 김상호, ｢협약자치의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7; 이부하, ｢기본권의
사법(私法)에의 효력｣, 법학논집 제38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p.66.
15) 간접적용설은 오늘날 독일과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에서 간접적용설을 주장했
던 뒤리히(G. Dürig)는 “헌법과 민법은 적법과 불법에 있어서 독자적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영수, 헌법학 제9판, 홍문사, 2015, p.492 (각주 26).
16) 김상호, ｢협약자치의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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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

【판결요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
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
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
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
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
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
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실태와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
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것
이다. 근로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직원연봉규정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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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자 이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왔다.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1)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
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다(법 제48조). 이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고, 성과급지급률의 결정도 그 후속조치에 포함되어 있다(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
침으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성과급을 각 기관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또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통해 위 후속조치에 따른 성
과급의 지급기준 등을 제시한다. 이 지침들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기관의 규정 등을 통해 지급의 기준
과 방법 그리고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후속조치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때, 2011년까지는 경영평가결과가 D등급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해서
상위등급의 공공기관보다 성과급지급률을 낮게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에는 원칙적으로 D등급 이하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시 2014년부터는 예외 없이 D등급 이하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2012년 15개(13.8%), 2013년 19개(17.1%), 2014년 30개(25.6%), 2015년

15개(12.9%), 2016년 13개(11.2%), 2017년 17개(14.3%), 2018년 7개(5.7%)의
공공기관이 D등급 이하의 평가등급을 받았다(괄호 안은 전체 공공기관 수
대비 비율).2)
서두에서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법리와 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앞
의 내용을 함께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의문은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법리는 이전의 판례법리가 변경된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위
판례법리도 이전의 판례법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은 이전
판례법리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전 판
례법리 중 인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서두의 판례법리 첫 문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
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2)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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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이어서 제시되었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
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3) 예를 들어 인용되지 않은 이 부
분까지를 포함하여 법리를 설시한 후 대법원은 제조업체의 목표달성 성과급
에 대하여 매년 노사 간 합의로 그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고 그해의 생
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지급의
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4) 대법
원은 유사한 이유로 실제로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외 없이 지급을
하였어도 경영성과급 등의 임금성을 부정하였었다.5)
사실관계로 보면 이 사건과 위 제조업체 사건에서 공통적인 것은 매년 지
급액이 달라지고,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양자 모두 성과가 매년 달라지고 지급 기준과 방식
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서 지급사유
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정확히 말하면 2012년부터이다.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때부터 하위등급의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성과급 자체가 지
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한국공항공사가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되
지 않은 하위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실제로도 그러한 것으로 보
인다),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의 확정과 불확정은 사실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 그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D등급 이하를 받을 가능성
은 어느 공공기관이나 갖고 있으며 실제로도 2012년 이후 통계적으로 의미
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D등급 이하의 평가결과를 받
았다. 위 제조업체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지급하였어도 불확정적이라고 보
았다.
이상으로 보면 대법원은 지급사유 발생의 불확정성(정확히는 목표나 등급
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임금성 판단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은
3)
4)
5)
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다수.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법리가 최초로 설시된 한국감정원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은 임금성이 문제되는 시점이 2008년으로 이 시점에서는 하위등
급의 공공기관도 낮은 지급률이라고 하더라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아왔었다.

71

72

노동판례리뷰 2019

이 사건에 대한 판례법리를 통해 지급사유 발생의 불확정성을 그 자체로 임
금성 판단에서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법리를 변경한 것으로 보
인다. 대법원은 이미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없거나 낮을 경우 지급
되지 않을 수 있는 성과급 형태의 급여에 대하여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
적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다.7) 이렇게 보면 집단적으로 지
급되는 목표달성 혹은 평가등급 충족 성과급에 대해서도 지급사유 발생의
불확정성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는 것으로 대법원이 확장 적용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사유 발생의 불확정이 더 이상 임금성 여부 판단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조업체 사건이 이 사건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
해 현재 시점에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은 제조업체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선 이 사
건과 위 제조업체 사건의 다른 점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것이 전자에서는
회사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자
에서는 매년 임금협약 혹은 노사합의로 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존
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에 대한 것과 공공기
관에 대한 것을 구별하여 보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판례법리상의 요건으로 제시된 지급의무성에서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사건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연봉규정 등에서
정한 것은 지급하게 될 경우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일 뿐이다.
지급의무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지급할지의 여부와 지급액은 직원연
봉규정에서 정할 수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년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지급률 또한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심에서 연봉규정에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
기가 규정된 것이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서는 경영평가에 따른 후
속조치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개인별 혹은 부서별로 차등지급되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차등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식을 회사규정에서 정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제
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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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회사에서는 차등지급 없이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
으로 정할 필요가 없고 생산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
급시기는 연말이나 그다음 해 연초가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임금협약이나 노사합의가 법적으로는 단체협약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특정한 평가등급을 얻을 경우 지
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규정과 제조업체
의 임금협약 혹은 노사합의 모두 조건부로 지급의무를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제조업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회사규정에서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과
다르게 보는 것은 그 논리가 대단히 취약할 것이다.
이 사건과 제조업체 사건의 차이로 전자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
는 것이나 후자는 그렇지 않은 점을 들고 이러한 차이로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하더라도 위 제조업체 사건이 달리 판단될 수 없었을 것이라
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인 것과 ‘계
속적․정기적’인 것은 양립하기가 쉽지 않다.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지만
사실상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계속하여 경영평가에서 C 이
상의 등급을 받는 경우뿐이다. 지급 여부 자체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경우에 임금성을 인정하게 되면, 동일하게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들 사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가 각각 다르게 된다. 경영평가
를 통해 D등급 이하의 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기관에서는 계속성이 인정
되지 않아 임금성이 부정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임금성이 인
정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취지, 동일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
가성과급의 임금성이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문
제가 되는 시점에서 계속적․정기적 지급을 실태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면
동일 기관 내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시점에 따라 임금성이 달
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서 지급의무성과 계속성․정기성이 그
지표로서 위와 같이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경영평가성과급 판단에 있어
서 적용되어야 할 지표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의 대가 이외에 추가로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지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과거 대법원이 은혜적 혹

73

74

노동판례리뷰 2019

은 복리후생적 명칭의 급부(혹은 금품)가 임금인지를 판단할 때 계속성․정
기성을 갖추고 단체협약 등에서의 지급의무성이 있으면, 그 명칭에도 불구
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는 취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임금성 판
단에서 본질적이고 중핵적이며 궁극적인 판단기준은 ‘근로의 대가’성이며,
두 가지의 지표는 ‘근로의 대가’성과 병렬적으로 대등한 지표가 될 수 없으
며, 은혜적 혹은 복리후생적 명칭의 급여(혹은 금품)가 지표를 만족시킬 경
우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위한
하위의 세부표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계속적․정
기적이지 않더라도(성질상 계속적․정기적일 수가 없다), 회사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지급의무로서 명시되지 않더라도 누구도 이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연장․휴일근로 수당이 아니더라도
특정의 급여(혹은 금품)가 근로의 대가임이 분명하거나 근로의 질과 양에 밀
접하게 관련되어 지급되는 것임이 명백하다면, 추가로 위 두 가지 지표의 충
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된 대로 근로자 개인의 능력
이나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의 임금성은 부정될 수 없다. 사
용자는 근로의 질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형태에
서 성과급적 임금형태로 전환하거나 이를 임금체계의 일부분으로 도입해 왔
다.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 전체에 대해서도 회사의 목표나 성과 달성 그리고
이를 위한 근로 동기와 의욕을 고취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성과급
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 성과급은 협업의 질까지를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
하는 근로의 질을 높인 것에 대한 대가이다.8) 이러한 현실에서 이미 대법원
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급사유 발생의 불확실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
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급의무성(판례법리에서 제시된 의미로서)과 계속
성․정기성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서 그 미충족 자체만으로 임
금성 부정으로 나아갈 정도의 위상과 의미를 갖지 않는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로의 임금성 판단법리 자체의 정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첨언하면 대법원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①

8) 유사한 취지로 김홍영(2006),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노동법연구 21호와 김홍영
(2009), ｢지난 20년간 임금 법제의 해석과 입법의 동향｣, 노동법연구 26호 참조.

근로조건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② 그 지급 실태와 ③ 평균임금제도
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
였다. 이는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이 글의 취지와 어긋난
다. 더구나 ①, ②, ③ 각각은 원심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어서
이것들이 고려하는 방식이나 방향 자체를 전혀 가늠할 수도 없다. 그리고 공
기업 경영평가에 대해 서술한 법리(서두의 인용법리의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관련된 법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설시이다.
심재진(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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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 저장장치 내용물 열람의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여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판결요지】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규율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입법목적이
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
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
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물론,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
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
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
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
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A는 선배인 피해자 Bㆍ피해자 C와 사업장의 같은 부서 소속으로
평소 선배인 B와 C가 자신에게 지나친 포교활동을 하자, 강제 포교 관련 증
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 B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PC의 사내 메
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1)에 들어가 B와 C의 선교활동계획 및 회사직원들
에 대한 감정, 선교모임의 구성원 명단 등을 컴퓨터 메모장에 복사하여 유출
하였다.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

1) 보관함의 내용은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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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망법) 제49조2) 위반 여부에 대해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형의 선고
유예를 판결하였고,3) 제2심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4)
제1심부터 대법원의 판결까지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피고인
이 피해자 B의 메신저 보관함에 있는 대화내용을 복사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49조상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이다. 그리고 둘째는 만
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를
정보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거나, 피고인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보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가이다.
첫째 쟁점을 좀 더 분석하여 보면, 피해자 B의 하드디스크 내에 있는 대
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정보인지에 다툼이 있었
다. 정보통신망의 개념을5) 알기 위해서는 그 수단인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정의를6) 준용하여야 한다. 복잡하
지만 전기통신의 정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란 결국 유ㆍ무선과 광선 등 전
자적 방식으로 작동되는 설비와 컴퓨터를 활용한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
렇다면 피해자 B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내용이 전자적 방식으
로 작동되는 설비 또는 컴퓨터를 활용한 네트워크인지 포섭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드디스크’에 초점을 맞추면 단순한 전자
적 기록물에 불과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침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메신저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775 판결.
4)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5)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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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과의 관련성도 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자의 접근법을 택하였다. 대법원은 먼저 정보통
신망법 제49조의 규율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동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
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할 것을 해석의 전제로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란 실시간으로 처리ㆍ전송되고 원격지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되더라도, “그
처리ㆍ전송과 저장ㆍ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
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ㆍ검색이 가능한 경우”도 정보통신망
에 의해 처리ㆍ보관되는 정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
신망법 제49조의 침해 태양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본 판결문에서 그 결론만을 취하여 대법원이 일
반적으로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기록된 내용 열람을 정보통신망법 제

49조 침해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단서로서,
정보통신망과 “그 처리ㆍ전송과 저장ㆍ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을 설
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의 정의에 따라 단순한 저장기록물의 열람 및 복사는
제49조 침해가 될 수 없어 정보통신망과의 관련성을 도출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은 동법 제71조 1항 11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
조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조문에서 X라는 수단을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X′라는 수단을 쓴 경우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
지에 봉착된다. 결국, 문언 해석의 한계 내에서 입법목적을 고려한 규범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판시를 내렸다.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정보통신망법만 준용하여야 한다면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추해석에 관한 시비를 일으키지 않
고 일반법인 ｢형법｣(이하,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제2항을7) 적용하는 것
이 좋았을 듯하다.8) 형량은 제316조 제2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7) 형법 제316조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8) 양승엽,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
문, 2015, pp.109~110 참조. 다만, 논문상의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1호 위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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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보다 낮다.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포교
활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용자의 추정적 승
낙9)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정보처리와는 관련 없는 일반 직원인 피고인
에게 그러한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와 정당방위를 인
정하기에는 수단의 상당성과 보충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등이 필요한데, 본 사건은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피고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의 지나친 포교활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에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나, 메신저의 대화내용
열람 외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채집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
단의 상당성과 보충성이 결여됐다는 대법원의 설시가 타당하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침해자가 사용자 등 정보처리자여야 하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역시 비밀 취득에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나, 본 사안
의 사실관계(제1심 참조)를 보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컴
퓨터에 들어가”라고 하여, 통신망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쓴 것으로 판단된다.
9)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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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 시 임금제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 청구
가능 여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39538, 2016다39545(병합) 판결 -

【판결요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시급 또는 기본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
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
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
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청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
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
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
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
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시급 또는 기본일
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대상판결의 1심[대전지법 2015. 2. 11. 선고 2013가합1789, 3877(병합) 판결]
과 원심[대전고법 2016. 8. 18. 선고 2015나791, 2015나807(병합) 판결]에서의
주요 쟁점은 상여금 등1)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것이 통상임금
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
출된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액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1) 원고는 개인연금지원금, 복지카드지원금, 명절․휴가 상여금, 명절․휴가 상여금을 제
외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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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 모두 원
고의 주장 부분 중 명절․휴가 상여금을 제외한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
금)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의칙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은 원고의 차액 지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 반면, 원심은 이
를 뒤집고 신의칙 위반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1심과 원심에서 쟁점이 되었던 통상임금 및 신의칙 적
용 여부와는 별도로 2심의 판단 중 ①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판단과 ②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한 주휴수당 및 근로자
의 날에 대한 휴일수당과 기지급 금액 간의 차액 및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 금액 간의 차액의 청구를 원고
가 월급제라는 이유로 배척한 판단에 대해 결론을 달리하며 이를 파기․환
송하였다. 이 중 ①에 대해서는 원심이 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결론이었기
때문이므로 이를 파기한 부분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아래
에서는 ②의 판단2)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원심은 원고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라고 파악하여,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에 대한 휴일수당이 이미 원고의 월급 및 2개월마다 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
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산
정한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과 기지급된 금액 간의 차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배척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원고의 임금체계가 일급제일 수도 있음을 전제로, 일급제
에 해당하는 경우 일급제 임금에는 월급제 임금과 달리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액과 이 사건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일급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액 간의 차액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와 더불어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마다 고정수당(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는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은
2) 대상 금전 중 평균임금에 기초한 중간정산퇴직금 관련 부분은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 날
에 대한 휴일수당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변동된 평균임금에 관한 것이므로 아래에
서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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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고정수당과 일급을 나누어 이를 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
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406 판결 참조)을 인용하였다. 결국 월급제이면
서 1개월 이상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
이 통상임금에 사후적으로 포함되더라도 기존 월급 및 수당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이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근로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역시 일급 및 수당 등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
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더불어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
고를 월급제근로자로 단정하여 원고가 일급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휴수
당 및 휴일수당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는 원심과 대상판결이 법
리적 판단을 달리했다기보다 원고의 임금체계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을 달리
한 데에서 온 판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례에서 원심과
같이 단지 매월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실제 임금 산정기준은 면
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임금체계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도
보았듯이 임금체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청
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와 액수가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밝
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얼마의 기간 단위로 지급
되는가의 형식보다 임금이 얼마의 기간단위를 대상으로 산정되는가의 실질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세웅(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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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선납약정의 유효성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 -

【판결요지】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선발
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채
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
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
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
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
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
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에 관한 소송들은 주로 항공기 조종사를 둘러싸고 발
생하여 왔다. 항공사 조종사(부기장)가 되기 위해서는 운항자격증인 사업용
조종사자격증(CPL) 등 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항공사들이 채용조건으
로 요구하는 비행훈련시간(250~1,000시간)은 주로 국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1)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지만, 인력수급상의 문제로 우선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정식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하여 왔다.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1) 한국항공대학교의 2019년 APP(Airline Pilot Program)를 살펴보면, 3개월간의 기본과정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비행훈련은 26개월간 국외에서 실시(Flight Training 230시간은 10
개월/Flight Experience 16개월)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mercur
y.kau.ac.kr/ftc/ftc/app/app_2.htm 참조(접속일 201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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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해외체류 교육훈련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
게는 2억여 원까지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사건 역시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사건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한 후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기본교육, 부기장으로서의 초기훈련, 특정 기종의 한정자격 취득시험을 위한
교육 등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에 관한 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
만 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양성훈련과정에 합격한 이후
에는 고용계약기간인 2년간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잔여교육훈련비 등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
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입사 후 교육훈련비 등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3회 분할하여 선납하였지만, 계약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후 5,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항공사 측에서는 계약에 따라 필요한 비행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선납금을 받은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자에 대한 반환의
무는 없다는 점, 그리고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약정의
교육훈련비용은 과다 측정되었음은 물론, 입사 전 8,000만 원의 일부 지급을
채용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라 약정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
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2)
이에 대하여 법원(1심과 2심,3) 대상판결)은 근로자 측의 주장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사건
을 판단하였다. 즉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
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2) 근로자들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의 작성일 당시 대표이사가 잘
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동의서
에 항공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
였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에서는 이를 단순한 형식적 오기로 판단하였다.
3) 1심 : 전주지법 2016. 8. 26. 선고 2015가합11191 판결/2심 : 광주고법 2018. 1. 11. 선고
2016나12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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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
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판결 등 참조)”라는 선례에 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
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
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
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
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부
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도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
합할 때,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제 소요된 1인당 훈련비

(3,0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상판결 이전의 사건들에서는 주로 중도 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
을 둘러싸고, 항공사가 교육훈련비를 대납하는 대신 장기근속을 조건으로
면제해주는 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되었다. 반면 이 사건에서는 항공사가 교
육훈련비를 대납하지 않고 채용과 동시에 8,000만 원을 선납하도록 강제하
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납처리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
였다는 점 때문에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다투기 위한 전제로 법원이 불공
정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내용적으로도 이 사건과 같
이 선납을 강제하는 것은 근속조건을 약정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향
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큰 틀에서 볼 때, 이 사건은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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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제까지 판단되어 왔던 항공기 조
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이후의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의 법리가 항공기 조
종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4)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에 관한 판례들은 주로 “교육비 부풀리기”
라는 측면만을 검토하는 듯하다. 반면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을 판단하는 일반원칙을 설
시하고 있는 2008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7274 판결)에서는 교
육훈련비 반환약정이 기본적으로 위약금 예정 금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약정
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
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
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
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
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
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만 유효하
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조건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의 위배 여부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2016다37174(병합) 판결 -

【판결요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
의는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상임금의 전원
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소송에서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만들었다. 노사합의의 무효
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면 허용될 수 없다. 그 결과, 소송에서
법정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소송에서 승패의 관건은 ‘신의칙에 위
배’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서영운수 사건);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예산교통 사건)1);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2016다37174(병합) 판결(한진중공업 사건);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다75179 판결(한국남부발전 사건) 등].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근로자들에게 추가 법정수당을 인정해도 정의와 형평에 어긋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례의 흐름을 볼 때,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고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대상판결의 사건은 버스, 발전 등 정부의 지원이 이루

1) 이 판결을 자세히 분석한 리뷰로는 양승엽(2019),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신의
칙 적용기준｣, 노동리뷰, 6월호, 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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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는 사업부문이 아니라, 민간기업이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더 심
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다른 판결들과 마찬가지로 신의칙에 위
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2) 판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는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
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① 노사 간에 근로자 측이 사용자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사용자가 신
의를 가지는 상태가 있는지는 과거 노사협상으로 임금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쉽게 나타난다. 통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
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사가 인식하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 기본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한 총임금을 얼마나 인상하여야 하는지를 교섭
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나중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으리라는 신의가 제공되어 있다고 재판에서
쉽게 인정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통상임금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
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결을 내렸기에 그 이전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만 신의칙 위배가 문제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
진 2013년 말 이후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여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는 것은 판례가 해석한 법의 내용에
무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상태가 아니다. 신의칙 위배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 측이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판례는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
서 사용자 측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하는 사정들 또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정들을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근로자 측이 신의에 반하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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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
지 않았다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대법원이 다음
과 같이 판례법리를 명확히 한 점이 작용한다.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
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
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
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
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
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
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
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현재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 근로자들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시점에서 기업은 추가 법정수
당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경영상 이로움 내지 편의를 근로자들로부터 받았
다. 그 이로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신의칙 위배
를 쉽게 인정한다면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더욱 어긋나게 된다. 판례가 “신
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말은, 실제 사
건에서 신의칙 위배는 거의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 없다.

(3) 대상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법정수당
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근로자들)
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추가 법정수당의 액과 회사의 경영사정들을 비교한다.
① 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다만 이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구하는 2013년 말 이전
의 추가 법정수당 금액만이 회사의 부담이 된다.
② 이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할 추가 법정수당액과 회사의 연 매출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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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비교한다. 매출액이 매년 큰 등락 없이 5조 원 내지 6조 원 상당으
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5억 원)는 연 매출액의
약 0.1%에 불과하다. 추가 법정수당액은 매년 지출하는 인건비 약 1,500억
원의 0.3% 정도이다.
③ 추가 법정수당액과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비교한다. 회사가 매년 보유
하는 현금성 자산도 상당한데, 2015년 말(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0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 법정수당의 약

160배에 이른다.
④ 추가 법정수당액과 회사의 현금흐름을 비교한다. 회사의 현금흐름을 보
더라도, 2015년 이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원활하여 회사가 추가
법정수당을 변제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⑤ 추가 법정수당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당초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인하
여 ‘직접적으로’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
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참고로, 버스회사 사건에서는, 수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해 오면서 영업손실
액 상당의 보조금을 계속 받아 오고 있다는 사정도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참작한다.

(4) 통상임금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는 배경에는 신의칙 위배 여부를
문제 삼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아야 하겠다는 소송 전략도 작용해 왔다.

2013년 말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후 지금까지 노사가 소송결과만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흘려보냈다. 그동안 다른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
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제기된 소송의 추가 법정수당 금액
만이 회사의 부담이 된다. 비록 신의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받아도 회사는 부
담을 사실상 줄이는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회사는 자신의 이해
관계를 따진 것이겠지만,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해 떳떳하지 못하다. 소송의
최종결과를 기다리며 임금구성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미루어왔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통상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시행,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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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인상 등 기업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구성체계와 근로시간체
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노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
히 필요할 때이다.
김홍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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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의 효력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7135 판결 -

【판결요지】
(1) 피고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

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김○○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
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임금에
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
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
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A고속관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김○○에게 임
금 1,546,460원(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액 1,200,000원 + 연차휴가수당 346,460원)
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자,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
법) 제36조1)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피고인에게 300,000원의 벌금형을 선
고한 사건이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무사고승무수당’에 관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김
○○은 2011. 6. 1.부터 2013. 10. 2.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하였다. 피고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
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과 김
○○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운전자의 급여에서 매월 2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을 체결하였다.

1)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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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교통사고 1건 발생 시 60만 원(20만 원 × 3개월)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약
정이다.
실제로 김○○은 근무기간 중에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김
○○의 급여에서 총 120만 원을 공제하였다.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과 김○○
간의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의 효력이다. 대상판결은 특별한 법리를 제시
하지 않은 채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은 무효’라는 원심판결2)의 판단을
그대로 긍정했기에, 아래에서는 원심판결의 판시내용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의 주장을 했다. ① 무사고승무수당은 임금이
아니고, ②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은 위약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김○○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교통사고 공제 120
만 원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임금이 아니므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김○○에게 조건불성취를 이유로 위 무사고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3)에서 정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은 ① “피고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근
로계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0,00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
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김○○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
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무사고승무수당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
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 ②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3개월 동안 매
월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도 반하므로 무효이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김○○에
게 무사고승무수당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먼저 무사고승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결론적
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노676 판결.
3)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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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의 제시는 문제가 있다. 이는 통상임금
성 판단기준이지,4) 임금성 판단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사고승무수
당은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이므로 임금이 아니라는 피고인
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조건부 수당은 통상임금성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임금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임금에 이러 저
러한 조건이 붙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되
는 승무(乘務) 관련 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사고승무수당의 임금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무사고승무수당 공제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에 해
당하는지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사고가 발생한 달의
급여에서 20만 원을 한 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1건당 매월 20만
원씩 3개월에 걸쳐서 합계 60만 원을 공제한 사안이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
하면 그 달의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못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약정
에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60만 원을 못받게 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손해
의 액수에 관계없이 6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약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그 달의 급여에서 2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하
는 경우(즉, 어떤 달에 무사고이면 20만 원을 받고,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
하면 20만 원을 못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는 무사고승무수당이

‘플러스 방식의 수당’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방식의 수당’인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어떤 근로자의 월급여가 300만 원인데, 무사고 시 20만 원의 수당
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무사고 시 총 320만 원의 월급여를
받게 된다. 이러한 무사고승무수당은 플러스 방식의 수당으로서, 무사고승무
수당 공제약정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한편 무사고승무수당의 지급
조건은 ‘무사고’인데 이는 근로의 양(量)이 아닌 질(質)과 관련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무사고승무수당은 무사고라는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서, 통상임금은 아니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는 당연히 포함된다.
4)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
19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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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어떤 근로자의 월급여가 300만 원인데, 이 300만 원 속에 무사고승
무수당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무사고이면 300만 원을 다 받지만 사
고가 발생하면 20만 원을 공제하고 28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무사고승
무수당은 마이너스 방식의 수당이고, 이러한 지급방식이 바로 무사고승무수
당 공제약정인데, 이러한 공제약정의 효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
면 애초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20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사고 발생을 이유로 20만 원을 공
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월급
여 300만 원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에 사
용자가 무사고승무수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플러스 방식의 수당
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먼저 월급여 280만 원을 약정하고, 무사고 시 추
가로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운전직 근로자에게 사고 발생 여부는 불확실한 것이다. 근로자 본인의 귀
책사유도 있겠지만, 과중한 근로시간 때문에 또는 사용자의 차량정비 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위험은 노사에게 공평하
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플러스 방식의 수당에서는 무사고 시에 근로자가 추
가 수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사고 시에 사용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
아도 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마이너스 방식의 수당에서는 무사고시에
근로자에게 추가 이익은 없고 사고 시의 불이익만 있게 된다. 마이너스 방식
의 수당은 불확실성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로서, 그 효력을 쉽
사리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교통사고 1건당 매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공제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렵지 않았다. 그런
데 대상판결의 사안을 잘 살펴보면, “피고인과 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
약서에는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
재”되어 있었다. 즉, 마이너스 방식의 무사고승무수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
심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뿐만 아니라, ‘임금전액지급원칙에도 위
반’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원심판결이 명확히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이너
스 방식의 수당제도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전액지급
원칙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실마리를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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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첨언을 하자면, 마이너스 방식의 수당은 우리의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바로 격월마다 기본급의 100%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그
중 한 예이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플러스 방식의 수당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일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또는 2개월간 15일의 근무일수
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정기상여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된다. 전형적인 마이
너스 방식의 수당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이전에, 일정한 조건
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못받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끊
임없이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방강수(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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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
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
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
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
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
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사건의 개요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는 2008년부터 시행한
사내규정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
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피고의 지침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직
원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
생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등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
피고는 재직자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공통포인트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근속포인트를 배정하여 1월과

7월에 균등분할지급하였다. 또한 휴직자, 중도 퇴직자, 신규 입사자(12월 입
사자 제외)에 대하여도 일할 계산하여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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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피고에 고용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
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는 피고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
트인 인터넷복리후생관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복리후생관․복지가맹업
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다. 다만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매년 12
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였고,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었으
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들이 이 사
건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기지급
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1심1)과 2심2)은 모두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2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기각 판결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판단에 필요
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

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
급 금액을 말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3가합79776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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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의 판단
가. 다수의견3)

다수의견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
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
였다. 다수의견은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임금
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 볼 수 있는데, 근
로복지기본법 제3장 ‘기업근로복지’ 중 제3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율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임
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 ”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복지의 개념에
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
인트는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둘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
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법제와 기업실무가 도입한 선택적 복지제
도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업
내 임금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
업복지체계를 구축한 것으로서, 복지포인트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
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셋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여행․건강관리․문화생활․자기계발 등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
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는데 이는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
성인 점,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
아보기 어렵다는 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3)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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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이 아님
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넷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을 임
금의 지급으로 보는 ‘반대의견’은, 사용자의 정산을 위한 지출 내지는 근로
자의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이 사건 복
지포인트가 배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임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임금채권에 대
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이후에는 오로지 ｢민사법｣에 의한 규
율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임금지급원칙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새로운 기업복
지제도로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사실상 장애가 되는 문제도 중요하
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나. 별개의견4)

별개의견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
아 파기환송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별개의견은, 사용자가 배정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 중 근로자에 의하여 실제로 사용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
문에,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만으로 임금 지급이 완료되었다
고 보아 이를 전제로 근로자별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에 대한 고려 없이 연
단위 복지포인트 배정액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복
지포인트의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
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4)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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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대의견5)

반대의견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
금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대의견의 근거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
의 배정의무가 지워져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타당한데, 왜냐하면 실비 변상 또
는 은혜적인 이유로 지급되거나 근로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임금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연초에
일괄하여 제공된다는 사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
나 임금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지 않을
뿐 별도의 임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으
로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에 다소 제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복지포인트
로 직접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상 복지포인트 배정은 근로자에게 재
산적 이익을 현실적으로 부여하는 금품의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임금
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그 실질에 비추어 임금으로 보호할 필
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근로복지기본법
이 2010년 선택적 복지제도를 처음으로 규율하기 이전에 이미 각종 공공기
관이나 사기업체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 사건 피고도 2008년부터 사내규정으로 시행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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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경과와 현재의 운용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실질은 원래 복리후생적 임금항목을 선택적 복지
제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고 제도가 설계․운용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
역시 사용자에 의한 임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도 없기 때문이다.
3.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제
도는 사실 기업마다 동일하지는 않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형태
도 있고 소멸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형태도 있고, 복지포인트를 사용
하면 근로자의 계좌로 금전이 환급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포인트만큼의 금
전이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 금전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포인트
의 사용처나 용도가 지정된 경우도 있고 자유로운 경우도 있는 등 매우 다
양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 직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점, 둘째, 직원 전
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 신청을 한 후 금전으
로 환급받는다는 점, 셋째,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소멸된다
는 점, 넷째, 사용항목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즉 복지포인트라는 동일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면 법원의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다수의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되
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종래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최소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최
초로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해줌으로써 관련된 논란을 정리해준 점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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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대상판결과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이 등장할 경우 대상판결은 그 해석지침 내지 판단기
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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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의 임금과 복지포인트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30893 판결 -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임금 중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부분과 복직 시까지의 월 복리후생
포인트 부분을 각각 포함시켜서 산정하였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
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
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이하, 근로
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중략)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
단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LG전자 주식회사(피고)는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 행위를 이유로 근로
자 甲(원고)을 해고하였고, 甲은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상판결
은 甲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甲이 청
구할 수 있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에 ‘연차수당’과 ‘복리후생포인트’가 포함
되는지 문제가 되었다. ‘부당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에는 연차수당도
포함된다’는 선례1)가 있기에, 연차수당은 원심과 대상판결 간에 이견 없이
인정됐다. 쟁점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에 ‘복리후생포인트’도 포함되는지이
다. 특히 대상판결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
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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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복지포인트 전합 판결) 직후에 선고된 점에서 주목된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0,000
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7월 1일 기준 연간 1,000,000포인트 부여, 1포인트

= 1원)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복리후생포인트를 피고
회사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선택적 복리후생 라이프케어 복지포
털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3)은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며 부당
해고기간의 임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복지포인트 전합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즉,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므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① ‘어떤 금
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이른바 ‘임금성 판단’)와 ② ‘부당해
고기간에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구별해서 보아야 하는데, 대상판결
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근로자가 해당 금품을 받지 못
했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금품을 지급받긴 했는데, 그 금품을 다른 수당(대
표적으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
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못 받은’ 금품을 청구할 때,
그 금품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이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후자의 경우에는

‘임금성 판단’이 필요 없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의 임
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이하, 민법) 제538조 제1항이다.4) 판례
도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1981년 판결부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2)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노
호창,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여부｣, ꡔ노동리뷰ꡕ 제175호, 한
국노동연구원, 2019. 10, pp.99~104.
3) 서울고등법원 2015. 4. 8. 선고 2013나47578,47585 판결
4) 제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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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
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
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고 판시해 왔다.5)
부당해고기간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국한되지 않
는다. 연장･휴일 근로수당,6) 단체협약에 따라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금 1돈,7) 연차수당8) 등도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9)
한마디로 해고가 무효인 경우, 해고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
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
다.10) 2007년에 신설된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의 금전보상명령에도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
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0조 제3항).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은,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
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품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평균임금 산정을 하
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금품의 임금성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부당해고기간
의 임금’과 ‘임금성 판단’의 법리가 (연결될 필요가 없음에도) 연결된 판결은
위의 ‘금 1돈’ 사건이다.11)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
5)
6)
7)
8)
9)
10)
11)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
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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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했더라면 개근했을 테니, 금 1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만 판단했
으면 충분했다. 금 1돈의 임금성은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이란 용어 때문에, 판례는 임금성 판단의 법리와 연
결짓는 것 같다. 하지만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계약관계에 기초한 채권이다. 그 계약이 근로계약이기에
그 채권을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부당해고기간
의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점을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의 정의규정에서 출발하는 임금성 판
단(즉, 평균임금 포함 여부)이나 동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 등과는 구분해
야 한다.
복지포인트 전합 판결은 임금성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의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해서, 그 복지포인트가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에 포
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점을 간과한 대상판결에는 아쉬움
이 남는다. 대상판결이 복지포인트 전합 판결 직후에 선고된 점이 영향을 끼
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부당해고기간의 임금과 임금성 판단을 분리해서
파악하는 법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방강수(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
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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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와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임금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
[2]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
문)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
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
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ILE어학원(피고)에는 영어 원어민강사(원고)들이 근무하고 있다.1) ILE어
학원의 취업규칙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을 휴
일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 취업규칙은 원어민강사를 적용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다. 원어민강사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ILE Rules 제8항은 “휴일

(Holidays) - 근무 제외 날짜는 국가공휴일과 일요일 및 학원 개원기념일이다
(Workdays are Mondays through Saturdays. All Sundays, National Holidays and
the academy's foundation day are holidays)”라고 정하고 있다. 즉, 원어민강사
들의 경우에는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 외에 공휴일과 학원개원기념일도 휴일
로 정하고 있다.
1) 원어민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쟁점이 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원어민강사를 근
로자로 인정하였다.
2) 2020. 1. 1.부터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휴일이다(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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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8. ILE어학원과 근로자대표 A(소외인)는 ｢근로기준법｣(이하, 근로
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를 하였다. 이 합
의에 따라 어학원은 원어민강사들이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ILE어학원에서 퇴직한 원어민강사들은 공휴일에 쉰 것
은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므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야 하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차수
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
째는 원어민강사들이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이다. 둘째는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의 기준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것이
다. 동조는 연차휴가일과 특정 ‘근로일’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
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대상판결의 법리는 지극히 당연하
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원어민강사들에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다.
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국경일과 명절)은 공무
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아직은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ILE어학원
은 공휴일을 근로일로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어민강사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ILE Rules 제8항)은 공휴일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원어민강사에게
공휴일은 약정 휴일이다. 법정 휴일이든 약정 휴일이든, 모든 휴일은 근로의
무가 없는 날로서 근로일이 아님은 분명하다(1년 365일은 소정근로일과 휴
일로 나뉜다). 따라서 원어민강사의 약정 휴일인 공휴일과 연차휴가일을 대
체할 수 없다. 대상판결도 “원고들의 경우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들이 공휴일에 휴무하였
다고 하여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배제하고, 집
단적 합의(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다 함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컨대, 어떤 주에 휴일이
많아 근로일이 하루뿐인 경우, 개인의 시기지정권에 따라 누구는 출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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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 함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집단적 합의를 통해 해당 근로일과 연차휴가
를 대체할 수 있다. 그 결과 해당 근로일에 쉰 모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하
루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영세사업장에서 종종 남용되곤 했다. 사용자
가 공휴일을 근로일로 지정한 후, 근로자대표와 이 근로일과 연차휴가일을
대체하는 서면합의를 한다. 공휴일에 쉰 근로자는 그 공휴일의 일수만큼 연
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된다. 근로자는 공휴일을 휴일로 인식하면서 쉬었지만,
실제로는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꼴이 된다. 남아 있는 연차휴가일
수는 며칠 되지 않게 된다.
대기업을 비롯하여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온전한 연차휴가일수를 보장받는 반면, 영세한 기업에서는 공휴일
을 근로일로 지정하여 온전한 연차휴가일수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
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소되었다. 2020. 1. 1.
부터는 공휴일도 법정 휴일이 되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3) 더 이상
공휴일과 연차휴가일을 대체할 수 없다.
두 번째 쟁점은 연차휴가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인데, 먼저 용어부
터 정리한다. 문제가 되는 연차휴가수당은 두 가지인데, 대상판결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연차휴가수당’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용어를 구분한다.
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다. 따라서 연차휴가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근로기
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것으로, 이 임금은 ‘연차휴가임금’이라고 하
겠다. ② 근로자가 출근율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못하게 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임금을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하겠다. 주로 문
제가 되는 것은 ‘미사용 연차수당’이다.
3) 이 규정의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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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연차휴가임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차휴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므로, 연차휴가임금은 통상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반드시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법문상 자연
스럽다. 대상판결도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
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에 대해서도 대상판결은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
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
다.
구체적으로 피고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
수당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상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상판결의 원심4)은 피고 사업장에 연차휴가수당 산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은 법문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근
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한 것인데, 해당 조문은 연차휴가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처럼 해석하
기는 어렵다.
대상판결 이전에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정기초는 통상임금이라는 ‘사례’
가 있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정기초와 관련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과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급식비․교통보조비․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바 있다. 이후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것이 실
무상 정착되었고, 대상판결은 ‘법리’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
법규정의 문언상 대상판결의 법리는 타당하지만,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여전히 문제된다.5)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4)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5) 대상판결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원고들의 통상임금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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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산정기초를 ‘평균임금’으로 규정하였다(1961년에 현행법처럼 개정).
한편 1953년 법은 월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휴가기간의 기
준임금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채, 그냥 ‘유급휴가’라고만 규정하였다.6) 유급
휴가의 본질은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유급이 아니면 휴가권 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휴가기간의 임금에 대
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과 같은 도구개념은 굳이 필요 없다. 그냥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소 지급하던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된다.
물론 문제는 남는다. 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까지 지
급할 것인지이다. 1953년 법은 다른 유급휴가와 달리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였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연장
근로수당까지 지급하라는 것으로, 입법자는 연차휴가권을 더욱더 충실하게
보장해주려 했던 것 같다. 반면 1961년 법이 연차휴가임금의 산정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규정한 것은 연차휴가 사용 시 더 이상 연장근로수당은 안 줘도
된다는 의미이다.
휴가임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급휴가기간의 임금은

‘근로 간주’로 처리하면 간명하다. 남는 것은 연장근로수당까지 지급할지 여
부인데, 1961년 법의 입법자는 통상임금이란 기준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의 산정기준인 통상임금에 관한 2013년 전
원합의체 판결7)의 그 복잡한 법리는 가산임금의 분쟁에서 형성된 법리이다.
이 법리가 ‘휴가임금’의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그대로 적용될 필요는 없
다. 유급휴가의 취지에 비추어 휴가임금 산정법리는 간명한 것이 좋다. 가산
임금 외의 다른 수당(해고수당, 연차수당, 출산휴가급여 등)에서의 통상임금
은 고정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방강수(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6)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휴가는 삭제되었고, 생리휴가는 무급휴가로 바뀌었다.
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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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7나20422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 사용자가 성희롱 발언을 예방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치의
무 위반을 인정함. 그러나 성희롱 발언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성희롱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인격
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근로권 자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러한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은 일부 직원의
예외적인, 돌출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위
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1) 성희
롱을 방관하지 않는 직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더딘 속도이기는 하나, 한국의 법
원이 성희롱 예방 실패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성희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3인의 가해자 직원들은 각각 1회씩 성희롱 발언을 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성희롱 및
여성 비하적인 언동이 허용되는 조직 분위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가중
되었고 정신장애 상태에 빠진 결과 피해자는 자살을 하게 되었다. 유족은 공
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
1) McDonald, P.(2012), “Workplace Sexual Harassment 30 Years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4(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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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
고인 유족 측은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 2심의 승소 판
결을 거쳐서 상고심(2018)에서 확정되었다.
대상판결은 유족이 2016년 가해자 및 사용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한 민사소송과 관련된다. 성희롱 발언을 행한 가해자 3인에 대해서는
발언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각각 37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을 명하였다. 이 손해배상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 한정되었다.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것이 1심과 2심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상판결 역시 성희롱 발
언이 3개월 동안 총 3회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담내용에 직장생활
로 인한 어려움만 호소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용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크게 두 가
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성희롱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로
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책임을 인정하였다.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란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 건강 등을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
를 말한다.2) 판례와 학설은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
수적 의무로 보고 있으나 근래 들어 안전 및 건강 관련 보호의무를 주된 의
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3) 보호의무 위반 판단과 관련해
서는 해당 사고 등의 발생이 예견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진다. 성희
롱 사건에서 예견가능성은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는
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4) 이 사건 사용자는 성희
롱 예방계획 수립 및 고충상담창구 운영을 실시하였고, 피해자의 문제제기
이후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인정사실만으로는 성
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판단이다. 예방계획 수립 및 고충상담창구, 연 1회 예방교

2) 임종률(2017), 노동법, p.352.
3) 전형배(2015),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과제｣, 노동법학 제55호, p.28.
4) 구미영(2018), ｢성희롱과 사용자의 책임｣, 노동법연구 제44호,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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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실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공통 의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만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성희롱 발언 외에
도 여성 비하적이거나 여성 근로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발언(“예쁜이”, “커피
타오라” 등)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면 성희롱이 발생하기 쉬운 조직
문화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이 부족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둘째, 성희롱 발생 인지 이후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불법
행위로 보고 배상을 명하였다.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재발방지조치를 요청한
후 소속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별다른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 소속이었음에도 분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한 주된 근거였다. 성희
롱 예방 활동 및 발생 이후 조치를 형식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사건 조사를 하
지 않더라도, 조직 내 여성 비하 및 성차별 문화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조직
내 의견 수렴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후조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
미로 해석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 원고 측은 성희롱 고충을 호소한 후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너 때문에 짜증난다”, “쟤 왜
저러냐” 등의 발언, ‘직속상사가 화도 많이 내며 욕도 한다’는 것 등을 사실
로 인정하면서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성희롱 신고와 문제된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
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 괴롭힘 일
반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에 확인된 발언은 정당한 업무지휘
권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언
어적 공격이 지속적이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가해자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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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점이다.5)
구미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 이 사건은 직장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책임으로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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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조건’의 위법성(2)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

【판결요지】
[1] 정기상여금에 ‘상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상여금의 연원이 은혜

적․포상적 성격의 이윤배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더 이상 본래 의미의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
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
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
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
카174 판결 참조).
[3]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
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
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참조).
[4] 임금은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대급부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

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히 정기상여금은 그 실질
에서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후
불임금인 정기상여금의 부지급이라는 경제적 구속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
속근로를 확보하는 것은, 계속근로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
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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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임금보호를
위한 각종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
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추가되
는 각종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회사는 피고
회사의 정기상여금에는 ‘지급일 당시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지급일 이전
의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
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 대법원
은 2017. 9. 26.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
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당해 정기상여금
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1) 이 사건 피고회사의 항변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
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에서 제시한 ‘고정성’ 기준을 정기상여금에 ‘그
대로’ 적용한 것인바,3) 소정근로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설․추석 상여금,
1)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이들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의 리뷰로는 권오성(2018), ｢정기상여금에 관한 ‘재직
자조건’의 위법성｣, 노동판례리뷰 2017, 한국노동연구원, pp.54～58.
2)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정기상여금 판결) 및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복리후생수당 판결).
3) 필자는 기본적으로 판례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언급하는 ‘고정성’은 ‘일률성’의
내용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별도의 독립된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① 임금성 → ② 정기성 → ③ 일률성｣의 3단계의 시험(test)을 거
쳐 판단하면 족한 것이고,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고정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상임
금의 판단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당초 입법자의 예상보다 부당하
게 좁히는 것으로 해석의 범위를 넘는 법 형성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통상적인’ 경우
에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진 ‘통상적인’ 임금일 뿐이지, 소정근로가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이례적인’ 경우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된 임금이 ‘사후적’으로 감액하여 지급되었
다는 이유로 그러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권오성(2018),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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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 귀성여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근로자에게 재정적 수요가 필
요한 특정한 시기에서의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수당
과 정기상여금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4) 대상판결은 위 2017년 대법원 판결과 견해를 달리하여 “고정급 형태
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
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5) 대상판결
은 위 2017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동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다양한 비판
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여금의 개념, 정기상여금의 본질,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의 법적 성격 및 그 적법성 등을 상세하게 판단하였음은 물론, 그
내용 또한 매우 타당하여 특별히 논평이 필요한 부분을 찾기 어려우나, 리뷰
를 위하여 필자의 견해를 간략히 더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에서 ‘정기상여금’이란 말은 보통 ‘정기적인 임금 외에 분기
별 또는 1년에 수회의 특정한 시기에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일정한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금품’이라는 의
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기상여금’은 법률용어가 아
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상여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
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의 하나
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상여(賞與)’란 말은 문자 그
대로 풀어보면 ‘상으로 준다’는 의미이므로,6) 상여금은 본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공로나 업적에 대한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7)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중앙법학 20(2), 중앙법학회, pp.322~326 참조].
4) 권오성(2017),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의 문제점｣, 노동법논총 41, 한국비교노
동법학회, pp.222～223.
5) 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여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9
다204876).
6) 참고로 일본의 1880년 ｢공장법안(工場法案)｣ 제17조는 직공규칙(職工規則)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여․징계에 관한 규정”이라고 규정하여 같은 호에서 상여와 징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처럼 상여라는 말은 본래 징계(懲戒)와 병치되어 사용되는, 지금
으로 치면 표창(表彰)의 의미로 사용되던 용어였다(졸고, 각주 3)의 글, pp.331～334).
7) 김홍영(2006),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노동법연구 제2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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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여금’은 본질적으로 지급 여부 또는 지급액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
으므로,8) 근기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에 걸쳐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의 사유에 따라 그 지급 여
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금품이라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은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의 예외들 중 하나로 근기
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여
금의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에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에서 대법원도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
다면 이는 ‘임시지급의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정기일 지급임금’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기상여금에 ‘상여’라는 명칭이 사용되
고, 상여금의 연원이 은혜적․포상적 성격의 이윤배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
더라도,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더 이상 본래 의미의 ‘상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근
로자의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근기법의 제반 규정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한편,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은 해당 정기상여금의 지급기간의 소정근로는
물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모든’ 근로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9) 적어도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은 기본적으로 그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정기상여금은 그 실질에서 기본급과 다를 바 없다”는 대
상판결의 판시도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고정적 금
8) 일본의 경우 1947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또한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상여로
보지 않고, 정기 또는 임시로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상응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액이 확
정되어 있지 않은 것만을 상여로 본다”는 행정해석이 명확하게 제시되었고(1947. 9. 13,
發基 17号), 이러한 해석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編
(2014), 労働基準法解釈総覧(改訂15版), 労働調査会, p.258).
9) 예컨대 하경효 교수는 상여금이 분기 또는 1년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분
기급 또는 연급(연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하경효(2013), 임금법
제론, 신조사,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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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
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을 확장
해 보면,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은 ‘매월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잠탈하는 탈
법적인 임금지급방식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고정급
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 지급임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개월 간격으로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근기법 제42조 제

2항에 위반하여 무효이고,10)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에 따라 정기상여
금을 매월의 임금지급일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전환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11)
한편,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비임금화’하
는 것은 임금 정기일 지급의 원칙, 금품 청산의 원칙 내지 임금의 사전포기
에 대한 제한, 강제근로금지원칙의 각 측면에서 근기법의 명문규정은 물론
공서(公序)에도 반하므로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은 무효
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12) 이러한 ‘재직자조건’의 유효성에 대해 재직조
건을 일률적으로 위법무효 또는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고 재직조건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실’의 정
도를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13) 기왕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
큼 중대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은 무효이며, 다만 ‘재직자조건’을 퇴직일의 익일부터 지급
일 내지 정기상여금의 산정기간의 종일까지의 기간, 즉 퇴직으로 인하여 근
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을 비례적으로 공제한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을 것이다.14) 한편, 정기상여금의 지급약
10) 권오성(2018), ｢임금 체불의 형사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제24호, 노동법이론실무학
회, p.13.
11) 다만 대법원은 매 짝수 달에 지급하기로 한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
한 사안에서 “……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59 판결).
12) 졸고, 앞의 각주 4)의 글, pp.242~247.
13) 최파라(2015), ｢재직조건 또는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법조
64(7), 법조협회, 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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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붙은 ‘재직자조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서는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
직자조건’은 정기상여금 채권의 성립에 관한 약정의 기본적 내용을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본약정에 부가된 부관(附款)에 불과하므로, 정기상
여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
한 약정은 당연히 조건이 없는 계약으로 존속하며, 따라서 그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도 정기상여금 청구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다.15) 따라서 동일
한 논지의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
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
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4) 김도형(2016),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에 대한 검토｣, 해밀 이슈페이퍼 제2호, p.7.
15) 졸고, 앞의 각주 4)의 글,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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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

【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
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
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
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가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일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흔히 ‘시기변경권’이라고 한다.
대상판결은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인 근로자가 징검다리 연휴 중 2일
의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해당 일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4일의 정직 처분을 한 회사의 결정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① 연차휴가 사용 사유가 거짓이었다는
점, ② 해당 기간에 업무상의 지장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 ③ 연차휴가 신청
승인을 확인하지 않고 휴가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
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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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
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
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
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
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
게 되면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근로자의 부재(不在)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에 따른 업무상 공백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
는 경영 위험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운영상 특정 기
간 동안 휴가 근로자의 부재(不在)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위험도 근
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로서도 연차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및 사업 구성원(다른 근로자들)의 이익을 현저
히 침해하기보다는 이를 피하는 것이 인적․계속적 관계인 근로관계의 성
실․배려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시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의 시기를 일시적으
로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 함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
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의 요건은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
장’이다.1)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은 사업의 규모와 상황, 업무의 성질,
업무 수행의 긴박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마다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휴
가를 실시함으로써 당연히 예측 가능한 사실들은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
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연차휴가로 인하여 작업인원이 감소하여 남
1) 일본 ｢노동기준법｣(이하, 노동기준법) 제39조 제4항에서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
해하는 경우’를 시기변경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문의 차이를 고려하면 근로
기준법의 요건이 일본 노동기준법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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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거나 특정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대체근로자 및 업무 대체 방법의 확보 곤란 등은 통상 예견되는 것으로 ‘사
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다.2) 또한 ‘업무의 지장’과 ‘사업 운영
의 지장’은 구분되어야 하므로 지엽적인 업무상 문제, 즉 담당 근로자의 부
재로 인한 ‘해당 업무의 지장’ 내지 ‘특정 업무의 지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다.
이처럼 비교적 명확한 법리가 노동현실로 오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며, 이러한 법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휴식
이 권리가 아닌,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제도의 현실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상사에게 이런저런 사
유를 이야기해서 승낙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 모두 착각하곤 한다. 원래 연차휴가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연차휴가의 승인과 사유의 소명과 같은
전형적인 인사관리적 성격의 연차휴가 판단법리가 적용되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법정휴가로서, 사용 목적과 시기에 별도의 제한을 받
지 않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시기를 변경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연차휴가의 본질이다.3)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2) 서울행정법원 1999. 9. 17.선고 99구8731판결(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
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회사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
여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체근무자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회사가 통
상 예상되는 결원이 8명 내지 12명임에도 예비 기사를 불과 4명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통상 4명 내지 8명의 작업인원 부족 상태가 지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5명의 결원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규모라고는 할 수 없다).
3)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한 예외적인 항변권이므로, 위법한
출근 명령과 구분하기 위하여 시기변경권의 기간 및 이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기변경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와 ‘위법한 출근 지시’를 구분하는 것
은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시기
변경권을 예외적 항변권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는 달리 소송상 시기변경권을
다투기 전에는 정당성을 판단하기 힘들게 하므로, 명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한 최소
한의 형식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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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법적 성격과 증명책임
-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81769 판결 -

【결정요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
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
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
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
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이상 사용자의 적법
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는 근
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며 휴식시기를 ‘근로자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중 ‘근로자의 선택’은 흔히 ‘시기지정권’이
라는 용어로 환언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
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시기변경권’이라
고 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취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
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휴가는 휴일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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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휴가를 취득하더라도 그 행사를 위해서는 사용시기의 특정이 필
요하다. 근로기준법은 휴가일 지정권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지정한 시
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법상 제재(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가 규정되어 있다.
연차휴가의 행사에 관한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의 해석에 관해서 기존
의 판례에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못해 왔다. 연차휴가의 행사가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용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특징 때문에 연차휴가
의 시기지정권 및 시기변경권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법리는 주로 근로관계 종료 후의 ‘연
차휴가수당 청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과 시기변경권 행사에 관한 판례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으며,1) 이러한
판례들에서는 기존에 학설상 논의되었던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에 관한 문제
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상판결 역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의 유효성에 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근로자는 교번제에 따라 근로하는 공항철도 소속 기관사인데, 노
동조합의 대의원인 해당 근로자가 2017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철
도노동조합과의 교류행사 참여차 일본을 방문하기 위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2) 그러나 10월 14일 휴가에 대하여 회사 측으로부터

‘대체근로자가 없어 연차 승인이 불가하다. 다만 대체근로자를 확인해 보겠
으니 일단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10월 12일 받게 되었다. 이미 출국한
해당 근로자는 결국 출근하지 못하였고,3) 이에 회사 측에서는 출근지시 불
1) 2019년 판결 중에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에 관한 판례는 2019. 4. 14. 선고, 2018누
57171 판결이 있으며, 이에 관한 검토는 김근주(2019),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
법성｣, 노동리뷰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2) 이 회사에서는 소속 기관사 약 109명으로 하여금 “전체 열차운행표인 ‘다이어그램
(diagram)’에서 기관사 1명이 1회 근무 시에 운행할 열차의 집합인 ‘근무표’를 작성하여
교번을 부여한 후 교번별로 기관사를 배치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방식”인 이른바 ‘교번제’
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사들은 통상 1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 → 주간근
무 → 야간근무 → 비번 → 휴무 → 주간근무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비번 → 휴무 → 주
간근무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비번 → 휴무 → 휴무’의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참가인(근로자)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2017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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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으로 인한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는 부당경고구제
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되었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
동위원회 모두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부당경고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근거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
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
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
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
자의 대체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시기변경권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건에서의 근로자
는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에 종사하는 기관사로,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운전‧관제‧설비 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의 부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회사 측
에서도 “공항철도 사업자로서 공공성이 높은 공항철도 운송사업의 핵심 운
영목표인 철도운행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인력 공백으로 인한
철도 결행을 방지할 의무”를 주장하면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의 적법한 행
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서 법원은 ① 단체협약상
휴무자의 대체근무 지정규정으로 인하여 대체근로자의 확보가 어렵다고 주
장하지만, 해당 단체협약이 대체근로자 확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
사의 책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4) ② 실제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시간이
본 철도노동조합의 교류행사 참여차 일본을 방문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 2017.
9. 10. 원고에게 2017. 10. 13. 및 2017. 10. 14.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가, 2017. 10. 2.경 이
중 2017. 10. 14.에 대한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교번을 54번(출근시간 18:46)에서 66
번(출근시간 20:33)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이후 참가인은 2017. 10. 9.
다시 2017. 10. 14.에 대한 연차휴가를 신청한 후 2017. 10. 10.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4)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원고는 단체협약에 ‘휴무 등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는 휴
무자의 대체근무 지정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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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
는 규정에 부합하여 연차휴가 사용 희망일 2일 전까지 신청을 하였으며, 공
항철도의 운행이 평상시보다 증편되는 등 업무의 증가가 예상되는 특별한
시기도 아니었다는 점, ④ 회사에서는 긴급한 인력 운용이 필요할 경우를 대
비하여 승무운용원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대상판결은 200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
여 연차휴가를 청구한 이상,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해제조
건으로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한다
고 하는 적극적 작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5) 시기변경권
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무단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판례가 시기지정권의 법적 성
격을 형성권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시기변경권을 해제조건으로 보
는 종래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 판결과 같이 시기지정권을 형성권으로
보면서 시기변경권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은 시기지정권의 법적 효력을 강
하게 보호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연차휴가 시기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사법
적 효력과 공법적 제재의 적용을 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6)
그러나 2000년 대법원 판결은 “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
립요건”, 즉 형사처벌에 관한 것으로, 처벌 근거에 관한 확정성만을 강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휴가의 부여

의 결원 발생 시 투입할 수 있는 대기 기관사 증원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당시 대체근로
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단체협약
의 규정은 단지 대체근무에 휴무인 기관사를 우선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규정일 뿐 대
체근로자의 확보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고, 대기 기관사의 미증원은 대체근무신청자
가 대체근무에 우선 투입되어 대기 기관사를 증원하여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어렵다
는 원고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대체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있다.
5)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6) 근로기준법상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가변적인 권리ㆍ의무 위반’보다는 ‘확정된 권
리ㆍ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시기지
정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벌칙의 타당성을 도출하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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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는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청
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기변경권을 해제조건으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소송상 직권으
로 판단해야 하는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법원의
판단은 ‘종합적 판단’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법률행위의 조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현행 규정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시기변경권의 법적 성격을 “상대방의 권
리를 승인하면서 그 권리를 일시적으로 연기시킬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으
로 보는 것이 더 규정 합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항변권은 상대방 청구
권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로, 상대방의 청구권은 인정하면서 그 작용만을
저지하는 효력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적인 제재 적용 역시 판례와 같이
시기변경권을 해제조건으로 보면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차휴가청구권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부작위 의무까지 넓히는 것과 시기지
정권을 청구권으로 보면서 연차휴가 취득 방해죄, 연차휴가 행사 위반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각 항들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은 가벌
성 범위에서 차이가 없다.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고
이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계속적 채권관
계인 근로관계의 본질에 더 적합하다. 그리고 직권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하
는 ‘형성권과 해제조건’과는 달리 ‘청구권과 항변권’이라는 구조는 ‘항변 사
유의 적정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좀 더 현실에 맞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요컨대 시기지정권을 형성권, 시기변경권을 해제조건으로 보는 것과 시기
지정권을 청구권, 시기변경권을 항변권(연기적 항변권)으로 보는 것을 비교
했을 때 전자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사용자의 부여 의무’, 제5항의 ‘근
로자의 청구’, 제7항의 ‘소멸시효’ 등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기지정권을 청
구권으로, 시기변경권을 항변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근로기준
법상 연차휴가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된다.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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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이 증액될 때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18 판결 -

【판결요지】
비교대상임금 총액 중 개별 비교대상임금의 비율을 먼저 구한 뒤, 비교
대상임금 총액과 최저임금액의 비율에 따라 개별 비교대상임금을 안분하
여 증액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개별 임금액’을 산정하고, 이
를 기초로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최근 대법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
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
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1) 대법원은 고등법원
에서 다시 통상임금을 계산하라며 파기 환송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를 다시
계산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는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 이하, ‘비교대상임
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중 기본급, 근속수당
만 통상임금(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위 판결요지처럼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이 ‘안분하여’ 증액
하는 계산을 하였다.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임금액의 차액(③)이 증액되는데,
각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②)에 따라 증액된다. 즉, 그 차액
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②×③)만큼 각각 증액된다. 증액된 금액을 기초로 다
시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은 빼고(주휴수
당), 포함되는 임금만을 더하여(기본급, 근속수당)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이 판결에 대한 리뷰로는 김홍영(2018),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노동리뷰 3월호,
pp.111~1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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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 A의 2010년 7월분 통상임금의 시
급을 계산한 표를 제시한다. 이 사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어서 현행
법에 따른 일반적인 시간 수 계산과는 차이가 있다.2)

구분

기본시급

주휴수당
시급

근속수당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비교대상임금 ①

1,600원

291원

680원

62.2%
(=1,600/2,571)

11.3%
(=291/2,571)

26.4%
(=681/2,571)

비교대상임금에서의
비율 ②
최저시급과 총비교대상
임금 시급 차액 ③

1,539원(=4,110원-2,571원)

최저시급에서 개별
임금(=①+(②×③))

2,557원

464원

1,086원

통상시급의 계산

2,557원

-

919원
(=1,086원×191.18/225.9)

총통상시급

3,476원(=기본급 2,557원+근속수당 919원)

전술하였듯이 대상판결의 계산방법은 ‘안분’하여 증액하는 계산방법이다.
결국 어떤 임금(이 사건의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어 비율적
으로 증액되었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 임금의 증액분이 통상
임금의 증액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의 판례
처럼 주휴수당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했지만, 최근 최저임
금법령이 개정되어 주휴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3) 따라서 개정법
2) 이 사건에서 주휴수당의 최저임금의 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주휴수당의 1주 소정근로시
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44시간이고, 근속수당의 소정근로시간은 191.19시간[월평균 주
수 4.3452(=365일÷7일÷12개월)×44시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며, 통상임금의
시급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수당의 산정기준 시간 수는 225.9시간(월평균 주 수 4.3452×
주휴시간을 포함한 52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인 점을 고려하였다.
3)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일부 개정] 제
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1항 제2호의 개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
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
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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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는 실무에서는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의 증액 효과를 축소하는 요소
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다른 임금항목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
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의 증액 효과를 축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상여금도 해당될 수 있음)이어서 비교대
상임금에는 포함4)되면서도[그래서 ｢최저임금법｣(이하, 최저임금법)에 따른
차액에서 그 임금의 증액분이 이루어짐], 판례가 요구하는 고정성이 인정되
지 않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그래서 그 임금의 증액분이 통상임금
을 증액시키는 효과는 없음), 그러한 임금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판
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임금이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여 정
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임금이 판례법리에 따라 정기
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비교대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못미쳐 임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그 임금은 증액되지 않는다. 증액된 다른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액에 그 임금액을 더하여 통상임
금을 계산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이 범위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한
다. 판례법리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고정성을 요구하는데 고정성 판단은
논란도 많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홍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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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되었다가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의 정당성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50880 판결 -

【판결요지】
위법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
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사안에서 원고는 경찰공무원인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되었다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파면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되었다.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가 그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
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복직 시까지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소급임금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등). 이는 근로자가 공
무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안에서의 원고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파면
처분으로 인해 복무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정산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복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성과상여금과 그 지연손
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지급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대
한민국)는 2018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의 실제 근무일수가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2018년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징계를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면직처분･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
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
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당초 면직･징계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
금 업무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
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다만, 소급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근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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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2개월(연 2회 지급 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라고
기재되어 있다.1) 또한 원고가 파면되었던 연도의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
인 것도 사실이다. 결국 사안에서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해당 내용
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인사혁신처 예규인데, 이는 ｢국가공무원법｣

(이하,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하, 공무원보
수규정),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을 받아 공무원보수 지급 등에 관련된 실무적 사항들을 처
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그 법적 성격은 상위규범의 집행을 위하여 제
정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47조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2) 그리고 국가공무
원법 외에도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
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3)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4) 위임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1)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49호, 2018.2.1, p.470.
2)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金)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
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 변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
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하면 그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 변상이나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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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수당과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무원수당 등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면직처
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에
서는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
소 또는 변경된 경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되,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
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
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
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에서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든 징계처
분, 면직처분 등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지급하되 몇 가지 특수한 수당에 대해서만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성과상여금이 지급 제외 대상이라는 언급은 없다. 오로지
공무원 관련 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
라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실무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둔 공무
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
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 제한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률과 그 법률의 위
임 범위하에서 제정된 하위규범에 존재해야 하는데, 성과상여금 제한에 관
해서는 공무원 관련 법률이나 그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규범인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전혀 규정된 바가 없고 달리 제한
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 변상 및 보상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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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기재된 성과상
여금 제한에 관한 해당 내용은 국민의 권리 제한 사항에 관한 것임에도 불
구하고 상위규범을 위반하여 근거없이 그 제한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적절히 지적하였고 원고에게 성
과상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그 법적 성격은 형식상 행정규칙이라 할 수
있으나, 보수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내용 기타 하위규범 내용을 수록하
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 등이 보수 지급과 관련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세
부 기준을 담고 있어서 그 모습은 일종의 책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그 속에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내용이 담겨지기도 한다. 법령의 집행 기타 행정사무처리를 위해 제정되는
예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따라서 행정청은 업무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규, 지침 등에 따라서 업무집행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업무집행이 적법하
고 유효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위법무효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사안
에서 법원은 그러한 지점을 잘 포착하여 타당한 판단을 하였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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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비업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안 된다
- 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에 종사하는 자, 즉,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통상
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고 보아 근로기준
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 데에 그 취
지가 있다.
① 원고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② 발
전소에는 많은 인원과 차량이 출입하므로, 원고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며, ③ 원고
들은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감시하여야 하고,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④ 고용노동청은 원고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경
비근로자, 천연가스발전소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
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며, ⑤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
법｣ 제14조, 제15조는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소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은 매 시간마다 감시지역을 이동하면서 긴장감
을 계속 유지하고 근무할 임무가 있고, 가스분사기 등으로 무장하고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경비업무와 달리 정신적･육체적 피
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
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
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조건

2018. 7. 1. 이후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300
인 이상 기업들은 일명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연근무제 도입, 연장근로를 관리･통제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
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의 근로시
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
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일
명 ‘주 52시간제’는 1주 7일간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
간을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법정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
게 정할 수 없다거나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의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거
나 그 필요성이 적은 경우도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최근 주 52시
간제의 사각지대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
지 이유로 기업에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8. 7. 1. 이후 고
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사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
대상판결 사건에서 청소도급업,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경비업
무를 맡고 있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등에 따라 감
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신청을 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받자, 해당 근로자들
은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
로 하며,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의미하는 것
으로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단속적 근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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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이어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
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법 제63조제3호
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
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
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서는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
에서는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에서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
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
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
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에 있고, 근로감독
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이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
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제1호 단서)’나 ‘사업주의 지배하에 1일 근로시간
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제3호)’를 제외한 것은 감시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근
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안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고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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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1
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소요
되는 시간 및 업무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이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 간격이 약 2시간이고, 이동거리도 짧게는

60m, 길게는 330m에 이르러 감시업무의 강도가 낮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용
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소
에 관하여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차량 통
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입초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외부방문객의 출입을 안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안상의 필요로 인하여, 방문 목적, 출입지역, 방문대상자를 구체적
으로 확인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분증 확인 후 출입증을 교부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에 사진촬영금지스티커를 부착하여 봉인하며, USB는 교부
받아 보관하고 휴대용 컴퓨터는 PC보안 검사요원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거
쳐야 하는 점에서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행정동 정
문 경비실에는 모니터 1대에 30개의 CCTV 화면이 나오고, 지하발전소 경비
실에는 모니터 2대에 총 50개의 CCTV 화면이 나오고 있으며,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므로, 그 업무의 강도가 낮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또한 특히 강풍이나 동물 등에 의해 경보가 울리는 경우
에는 CCTV를 통해 확인을 하거나 현장에 출동해야 하므로 모니터링업무 역
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통합방위법｣ 제21조,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3
조는 국가 중요시설인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하는 특수경비원
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 경비원들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무형태의 특성상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경
비업무와 달리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고 육체적 피로가 수반되는 업
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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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어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은 적확한 조치라 할 것이다.
최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무시간을 줄여 최저임
금 전액 적용의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연장
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경비업무, 시설관리업
무, 임원 운전기사 등에 대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적법성’ 판단 시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
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판단하지 않고, 업무강도 및 이
동거리, 부가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감시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
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 52시간제의 사각지대인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법제 적용 제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 및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권오상(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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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한다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8349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서 금전보상명령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전보상
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
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문
언상 금전보상명령은 구제명령을 할 때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
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1)

다음은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이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
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
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
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
1) 대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였으므로, 판결요지는 기재한 고
등법원 판결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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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2007년 1월 26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
률 제8293호)을 통해 신설된 규정이다. 규정 신설의 의미를 이해해 보기 위
해 당시의 개정이유문을 살펴보았다. 개정이유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당시 근로기준법 조문은 제33조의3 제3항)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고 이 금전보상제도가

“(1)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
정되면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으로써 원직복직을 명하고 있으나 근로자
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
고, (2)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구제명령으로써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
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쓰고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구
제수단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는
원직복직명령으로 이루어졌다.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되었으므로, 해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부당해고구제제도의
존재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노사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곧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다시 해고를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
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금전적 보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전보상
제도이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구제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부당
해고구제제도의 목적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구제하여 원
직복직을 시키는 것인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
자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구제할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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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
니하면”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
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
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부당
해고 구제청구의 구제실익이 없을 수 있는데, 법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노동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다고 한 것
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이 논리적으로 정합하지 않은 규정이 아닐지
도 모른다는 의심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법원도 이러한 모순을 감지한 듯하다. 모두의 요약문을 보면 법원은 금전
보상명령이 “구제명령을 할 때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전보
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단하였다. 금전보상명령 자체는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다만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상황인데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발할
수 있는 독립적 구제명령은 아니고, 다만 원직복직명령이라는 권리구제수단
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한 부수적 구제명령이라는 것이다.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견지하자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명령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이유로 하는 독립적인 금전보상명
령신청권을 갖지 못한다.
위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를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하려
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이고, 다만 원직복직 후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가
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
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 → 노동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가
면서 사용자에게 답변서 및 출석을 요구한다. → 특히 절차상 위반이 명백하
거나 해고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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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명령에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 → 출근명령에 따르는 경우
원직복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무
단결근이 된다. →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곧 적법한 절차를 갖춘 해고절차가
진행된다(특히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그러하다); 근로자가 출
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하는 정당한 해고절차가 진행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 근로자를 부당해고한다. → 근
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를 밟는 동안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 → 근
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만,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로 원직복직이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되었다. → 해고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부당해고 구
제신청을 하였지만, 구제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는 근로
조건이 더 좋은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하였다. → 원직복직을 하
기 위해서는 현재 취업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성립
할 수 없다. → 원직복직의 구제실익이 없다.
현재 판례의 금전보상명령제도에 대한 해석을 견지한다면, 위 세 경우의
근로자 모두는 부당해고구제제도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없다. 부당해고구제
제도가 원직복직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한 계속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
히 위의 근로자들은 금전보상명령을 별도 구제이익을 갖는 것으로 신청하지
도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부터 예견되었는지, 노동위원회나 법원
의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해석이 굳기 전부터 공인노무사들 사이에는 “‘신청
취지를 처음부터 금전보상으로 하면 각하된다’고 하는 괴담”이 돌았었다고
한다.2)
이러한 결과가 금전보상명령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정합하는 것일까? 위와
같은 사례들의 근로자들을 부당해고구제제도의 향유자로부터 배제하는 것이
부당해고구제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일까? 취업난이 극심한 노동시장에
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 원래의 직장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부당해고구제제도 본연의 목적이겠지만, 실제 사례들에서는 부당해고
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2) 매일노동뉴스, ｢알수록 쓸데없는 금전보상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
w.html?idxno=1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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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 기간제법 등이 제정되고, 비정규직 문제에 법제도적 해결방
안을 모색 중이었던 2007년 기존의 원직복직명령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그러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 당
시 법 개정에 참여한 다수 관계자들의 내심의 의사 아니었을까?
금전보상명령제도에 대한 현재 법원의 해석 태도를 법원의 몰이해나 노동
법적 관점의 부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법 규정 자체가 그러한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이 “근로자가 원직복
직을 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라고
했다면, 혹은 제3항에서는 원직복직명령을 규정하고 제4항이 별도 신설되어
금전보상명령을 규정했다면 다른 해석의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다만, 필자
는 현행 법규정으로도 금전보상명령의 독립적 구제명령성이 인정된다고 보
는 입장이기는 하다). 하지만 현행 법규정이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
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
게 하므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에 종속적이라는 해석이 어찌 보면
더 현행 법규정에 맞는 해석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필자는 금전보상명령제도가 고장난 제도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이 제도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장난 법은 고쳐 쓰면 된다. 고장이 나지 않은 멀쩡한 법도 고장을 일으키
도록 망치질을 해 대는 시국인데, 고장난 법을 고쳐 쓰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을까. 금전보상명령제도가 고장이 났다는 데 동의를 하고 조금만 고
쳐 쓰고자 한다면, 실제 이 제도가 필요한 여러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구제
제도가 작동하면서 금전보상명령제도가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
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근
로자들에게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은정(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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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017다219089(병합),
2017다219096(병합), 2017다219102(병합), 2017다219119(병합),
2017다219126(병합), 2017다219133(병합) 판결 -

【판결요지】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
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
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
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
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
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제정 ｢파견법｣(이하,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와 구 파견법 및 개
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
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
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
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
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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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계약이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최근 연
이어 내려지고 있다. ‘위장도급’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
업들이 사내하도급계약을 크게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인력
충원상의 어려움, 기업 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숙련기술에 대한 필요 등 업무
의 성격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내하도급을 활
용하는 주된 이유는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처 또는 고용 조정의 용이함 등
인력 활용의 유연성 확보나 인건비 등의 비용 절감 측면이 자리 잡고 있다.
사내하도급 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
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내하도급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사내하도급은 자동차, 조선, 철강
제조업뿐만 아니라 병원, 호텔, 유통 등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다양한 형
태로 활용되고 있다. 사내하도급은 민간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상판결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미 널
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문제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상판결의 내용은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에서 제시
된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판단원칙 및 판단기준을 설시한 후, 대상판결의 사
실관계가 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대상판결의 사실
관계에 비추어 해당 법률관계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원고인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수납업
무를 수행한 하청근로자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
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이를 위한 근로
를 제공하였으므로 하청근로자들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
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
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
나 지침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으며, 피
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하여 관리․감독하였다. ② 원고들과 피
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
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외주사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

149

150

노동판례리뷰 2019

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은 피고 또는 피고의 지역본부의 주관 아래 실시
되었다. ④ 피고는 각종 지침을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
여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
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외
주사업체는 대체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
들에 의해 운영되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관한 외주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형성되어 피고의 통행료 수납업무의 수행만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피
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외주사업체는 대부분 별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고,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별다른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
며, 특별한 사업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상판결이 설시한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으로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
한 이후 근로자가 하청업체를 사직하거나 하청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에 그로 인해 이미 발생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효과가 소멸
되는지 여부이다. 구 근로자파견법 또는 현행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직접고
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불법파견의 당사자인 하청
근로자가 이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확인받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
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에 따라 그 사이 하청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많게 된다.
대상판결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
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
주 간의 근로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논거로는 ①

(구) 근로자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
와 파견근로자 간 법정근로관계 성립이라는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규정으로
파견사업주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②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발생은 (구) 근로자파견법상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 요건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구하
고 있지 않다는 점, ③ (구) 근로자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규정이나 직접고용
의무규정이 배제되는 경우로 당사자인 파견근로자가 그 법률효과에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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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반대의사의 표시
는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을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
고용의무 발생을 저지시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단히 명
확하고도 적확한 논거라 판단된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불법파견으로 근로제공을 하
여 직접고용간주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근로자가 하청업체를 퇴사하고, 이후
에 사용사업주에 의해 직접고용되었다가 퇴사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원청
업체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하청근로자에 대해 구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되었다고 하더
라도, 이후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후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직접고용간주로 인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직접고용간주의 법률효과가 이행된 이후 근로자의 자발
적 의사에 의해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내용
으로 미루어 볼 때, 하청근로자에게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법
률효과가 발생한 이후,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에서 퇴직한 이후 원청사업
주인 사용사업주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직접 고용되었고 기간만료로 퇴
사한 경우에도 대상판결의 판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
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간만료와 같은 근로자
의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
에 의한 사직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여하튼 대상판결은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에 하청업
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직 또는 해고 등 근로제공 중단사유는 사용사업
주와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의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49625 판결)을 최초
로 확인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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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변경과 직접고용의무규정상
계속사용기간의 산정
-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43041 판결 -

【판결요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와 □□금융지주 사이에 원고에 대한 사용사
업주 지위를 승계한다거나 근로자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 이와 같이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
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원고는 2013. 7. 29. 사용자인 ○○코리아와

2013. 7. 29.부터 2014. 7. 28.까지 □□금융지주를 사용사업주로 하는 근로자
파견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코리아와 □□금융지주
는 2013. 7. 17. 근로자 파견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금융지주가 근로자
파견을 의뢰하는 경우 그때마다 개별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기
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는 2013. 8. 7. 파견
사업주인 ○○코리아와 파견근로자인 원고에 대해 자동차 운전업무 및 이와
관련한 필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업무내용으로 하고, 2013. 7. 29.부터 2014.

7. 28.까지를 파견기간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
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2013. 7. 29.부터 2013. 12. 31.까지 □□금융지주의
최고인사책임자인 ◇◇◇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수행
운전기사의 업무를 담당하던 ◇◇◇이 계열사 간 인사발령에 따라 2013. 12.

31.자로 □□금융지주를 사직하고, □□금융지주의 계열사인 피고 △△은행
의 지역본부장으로 입사하였다. 이때 ◇◇◇은 원고에게 자신의 수행운전기
사로 계속 근무할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 ○○코리아와 □□금융지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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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은행은 ○○코리아와 원고에 대해 파견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고, 업무내용을 ◇◇◇의 수행운전기사
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갱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 12. 31. ○○코리아
에서 퇴직하였다.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은 원고의 사용
사업주는 □□금융지주와 피고인 △△은행으로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
고가 □□금융지주와 피고 △△은행에서 파견된 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지에
있다. 원고가 □□금융지주와 피고 △△은행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이 합산되는 것으로 보면 피고 △△은행은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계속 사
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피고 △△
은행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 2년간만 원고를 사용한 것이 되어 직접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1심과 대상판결은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
법원1)은 “피고는 2014. 1. 1. □□금융지주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그로부터
○○코리아 및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코
리아 및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2015.

7. 29.부터 피고 △△은행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 반면, 대상
판결2)은 “피고와 □□금융지주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사용사업주 지위를 승
계한다거나 근로자 파견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
단하여 피고 △△은행의 직접고용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 파견의 상시허용업무에 대하여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대상판결은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동일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파견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직접고용의무규정의 적용에 있어 계속사
용기간 산정의 합산 여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1심 판결과 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521978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4341 판결.

153

154

노동판례리뷰 2019

상판결은 근로자파견관계의 승계에 대한 합의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가
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이는 파견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와 깊
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근로자파견법｣(이하, 근로자파견법)에서 말하는 사
용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사업(Betrieb)이 아닌 기업(Unternehmen)의 의미로 이
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최소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가 동일한 사용사업주 기업의 하나의 사
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사용은 계속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에서의 파견기간과 다른 사업에서의 파견기간은 합산되어
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을 운영
하고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하나의 사업에서 현행 근로자파
견법이 허용하는 파견기간만큼을 사용한 이후 다른 사업에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이는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사업을 달리하여 동일한 파견근
로자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결론이 근로자
파견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나 정규직 고용의 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
자파견법이 파견기간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한편 별도의 법인인 두 개의 독립된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
하는 경우에 이 공동사업(Gemeinschaftsbetrieb) 내에서 파견근로자의 계속사
용기간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공동사업 자체는 법
률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간 파견된 이후 공동사업에 참여한
다른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 파견근로자는 다른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사용사업주를 교체
하는 방식을 통해 파견기간을 제한한 법률의 취지가 회피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목적론적 확장해석의 관점에서 사용사업주의
개념을 해석할 것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파견되는 형식으로 공동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후 공동사업에
참여한 다른 기업과의 새로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속적
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계속고용된 것으로 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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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각각의 사용사업주가 계열사나 모자회사 등
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사용기간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각각의 사용사업주가 계열사 또는 모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각
사용사업주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가 각 사용사
업주에 파견된 기간은 계속사용기간의 산정에 합산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권리남용(Rechtsmissbrauch)으로 계열사나 모자회사 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
에게 파견된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계열사관
계에 있는 한 회사가 파견근로자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이후 새로이 파견받는 방식으로 다른 계열사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계
열사 내에서 파견근로자를 로테이션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모두가 산정
에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계열사나 모자관계 있는 사용사업주 간의 사용기
간이 계속사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계
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사업주 간의 의도적인 협력이나 적어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사용사업
주가 계열사나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각 사용사업주는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각 사용사업주의 파견기
간은 파견기간 위반을 이유로 한 직접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계속사
용기간 산정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이 법률상 또
는 사실상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계열사나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사용
사업주에 대한 파견기간이 합산되기 위해서는 이들 사용사업주 간에 계열사
나 모자회사 내에서 파견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적극적인 협
력 또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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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
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위 대상판결의 결론을 정리하면,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가 되거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
에 복직한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액심판 사건이 더러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A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B를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였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 후 1주일 뒤 해고예고수당으로 27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B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을 하면서 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
다. 그런데 B가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자 A입주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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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B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을 제기하였다.1) 1심(광주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가소6308 판결)은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
고 판단하여 A입주자대표회의의 승소 판결을 하였다.2) 그러나 2심(광주지방
법원 2017. 4. 6. 선고 2016나4927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예고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 관
계없이 지급되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
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
한 판단이 부당한 때’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는 돈이라고 판단하여 A입주자대표회의의 패소 판결을 하였다. 위
대상판결의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위와 같은 판결요지로 A입주자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은 첫째, 이와 같은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둘째, 부당해고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
고예고수당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인지 여부에 있다.

(1) 이와 같은 소액사건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사안의 경우에 있어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
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
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1)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
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1심(광주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가소6308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 금원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가 회
복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해고예고의무 위반 금원을 보유
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예고의무 위반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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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전제
하면서,3)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
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
리고 있으므로,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위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
하여 판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
이 엇갈리고 있는 경우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위해 소액사건이라고 하
더라도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당해고인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법률상 원인
이 없는 부당이득인지
대상판결은 당해 소송건에 대해 위 【판결요지】와 같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
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 근로기준
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
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
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다.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
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
고제도를 통하여 해고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
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
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
3)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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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3) 실무상 파생 쟁점
① 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 관련 : 법원 내지 노동위원회
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직복직과 더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임금상당액과 해고예고수당을 상계할 수 없다.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
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
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
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4)한다. 반면 해고예고
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로 지급되는 금원이다. 다시
말하면, 부당해고 시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이 아니고, 임금상당
액과 중복되는 금원이 아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받지
못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상실한
기간에 대한 배상적 성격으로 해고 이전에 대한 금원이다. 반면 임금상당액
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해고 이후에 대한 임금이
기 때문이다. 이는 금전보상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
하도록 명할 수 있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금전보상액의 산정에서 해
고예고수당을 고려하지 않는다.5) 또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33조), 구
제명령(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달
4)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5)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금전 보상금액의 산정)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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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데,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해고예고수
당을 지급했는지도 고려되지 않는다. 즉 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
는 것이 되어 이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원직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대상판결이 해고예고수당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일 뿐 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권을 갖
는다는 견해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논거로 후자의 견해에 찬동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해고
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즉시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즉시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 위
반행위는 성립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 근로감독관
은 시정기간(25일) 이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범
죄 인지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한다.6) 향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 내지 판정되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법 위반행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회복되
었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받은 처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면 법 위반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역으로 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여전히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형사적으로 이미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상판결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6) 물론 근로감독관의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신고가 철회․취소
된 경우에는 내사 종결처리된다(근로감독관직무규정 [별표 3] 개별 근로관계법 위반사
항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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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
받지 못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상
실한 기간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해고의 효력 및 원직복직과는
관계없는 금원이기 때문이다.
강선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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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실적 저조와 교수재임용 거부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

【판결요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기본권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와 교육의 내
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
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
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의 교원의 임무는
사립대학 교원의 신입생 모집 활동 등 대학의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
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
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
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
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

원고인 교수 A는 피고인 사립대학 B에 재직하였다. 사립대학 B는 교육업
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입학홍보업적 4가지로 구분한 교원 실적평가의 지
표를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과 실적급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A는 B의
교육실적지표에 미달하여 보수를 삭감당하였으며 추후 재임용까지 거부당하
였다. 이에 A는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평가의 지표로 삼아 보수를 삭감해 지급하는 것 역시 위법
하므로 삭감된 보수의 지급도 청구하였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2016나57796 판결, 2017. 12. 20. 선고)은 신입생 모
집인원을 교원의 실적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삭감
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성과급 연봉제의 시행과 재임용 거부처분의 정당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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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나, 결국은 소속 교원의 신입생 모집실적 등 입학홍보 업무의 기여도
가 위 두 쟁점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대법원은 먼저, ｢헌법｣(이하, 헌법) 제31조 제4항이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헌법재판소 1998. 7. 16. 96
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결정 등 참조]뿐만 아니라 교
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는 것을 판시하여 대학의 폭넓은 형성권
을 인정한다. 이에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성과급 연봉제를 실행하더라도 그
것이 ｢사립학교법｣(이하,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와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무
효가 아니라고 밝힌다.
또한, 대법원은 구(舊)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를 교원 본연의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립대학 교원으
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활동 등 대학의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
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학교법인이 소속 교원에게 정관이나 보수규정, 임용
계약을 통해 신입생 모집활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기여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이 입학홍보 업무의 기여도 등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차
등지급할 충분한 근거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두 번째 쟁점인 재임용 거부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은 업적평가의
영역인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입학홍보업적 중에서 신입생 모집실
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16.75%로 원고인 A가 다른 평가항목에서 자신의
등급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여진다는
점, 그리고 (이하 대법원 판시내용 인용)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국공립대
학과 달리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으므로, 전반적
인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기조에 따라 신입생
을 충원하거나 재학생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유지･존립과 직
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학과의 폐
지나 통폐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나
신분 보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대학의 유지․존
립을 위해서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신입생 모집 등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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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요청하거나, 교원이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입학홍보 업무에 참여하
는 것은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수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 A의 재임용 거부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에 대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교수의 직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들어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1) 그러나 이 사건은 신입생 모집
활동에 대한 성과급 연봉제와 재임용 거부처분을 분리하여 그 정당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임금과 해고에 관한 노동법
사건임을 전제하지 않았다.
원고 A와 피고 B는 명백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로 비록 사립학교
법 등이 일반 노동법제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내용
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근
로조건 형성에 있어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제시
하였으나, 근로자인 원고 A 역시 헌법 제32조의 근로권을 기본권으로 향유
한다.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의 대상이 된 급부를 변제하
는 것 외에 사용자에 대한 기여도를 부수적인 평가항목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B가 신입생 모집활동 등 학교홍보 업무의 기여도를 임금
계산항목에 삽입한 것은 정당하며, 대법원의 판시에 동의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교원
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성 심사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 교원의 채무의 내용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규정된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노무를
요구하고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근로자의 업무가 전
문적인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다. 가령, 한가한 보건소의 의사가 일반적인 행
정업무까지 병행하여 추가적인 급여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그가 그러한 행
정업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반복되는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의 부
당해고이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교원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은 그가 그

1) 노호창, ｢신입생 모집 등이 교수의 업무인지 여부 및 실적평가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노동법학 제68호,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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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그와 학교 간의 근로계약에 주된 내용으로 신입생 모집활동이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이상 신입생 모집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처
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입생 모집활동 외 다른 지표
에서 성적을 더 거둘 수 있었음을 밝힐 것이 아니라, 신입생 모집활동의 비
율이 과다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의 주된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재임용 거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립학교가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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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주장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1162 판결 -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단체협약 및 사내규
정 등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라는 의미로 증거
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피고인이 현수막 및 피켓에 기재
한 ‘부당해고’는 ‘단순히 적절하지 아니한 해고이다’라는 의견 또는 논평
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의 적시라 할 것이다.
피고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가 기각 판정을 한 사실, 그리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
의 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위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에 해당한다.1)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4. 25. ‘교통사고 처리 회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
인은 이에 불응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8. 기각
되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16.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후 피고인 A는 2017. 4월부터 5월까지 도
봉구청 및 C 주식회사 앞에서 ‘부당해고 규탄한다’와 ‘부당해고는 갑의 횡포
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였다.

1) 대법원의 판결문은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116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사
실의 적시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요지는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한 원심의 본문을 요약한 것이다. 이하 리
뷰의 주요 내용도 원심의 설시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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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2)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
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피고인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여 피고인 A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다. A의 항소에 대해 원심은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단순한 의견 표
명의 의미를 넘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알
고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
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 사안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
저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라는 표현을 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형법｣(이하, 형법)의 착오론의 문제로 들어
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하여 명
예를 훼손한 때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결
과가 발생하지만, 고의는 동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고의였으므로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항3)에 의해 제307조 제1항의 죄책을 지게 된
다.4) 여기서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 A가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
어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나, 사실의 착오라는 것이 “행위자가 행위
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5) 이러한 상황에
는 단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접한 여러
상황을 모두 포함한 인식이 전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과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법원의 기각 판결만을 상황 인식의 내용으로
한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뭔가 어색함이 있다. ‘무엇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주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정2068ㆍ2017고정2157ㆍ2018고정504(병합)
3)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
로 벌하지 아니한다.
4)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2. 박영사, pp.191～192 참조.
5) 이재상, ｢형법총론｣(제7판), 박영사, 2011, 박영사, p.1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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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1심과 원심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
를 기존 법원 판단의 유무(有無)로 치환하여 판단했을 뿐, 정당성을 판단하
는 기준이 다원적임을 간과하였다.
이에 두 번째 접근방법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를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제시로 보
는 것이다. 원심의 본문이 인용한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의 내용처럼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는 “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
법, ② 증명가능성, ③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④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의 피고인 A가

‘부당해고를 규탄한다’라고 했을 때의 부당해고를 ① 언어의 통상적 의미나
③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해고가 억울하다’라는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아니한다. ② 증명가능성은 제1심과 원심이 사안의 명
예훼손죄를 인정한 주요한 근거가 된다. 즉 법원의 확정된 판결 때문에 부당
해고가 아님이 증명된 이상 그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
원의 확정된 판결이 무조건적인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단
의 오류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죄에서 사실과 평가의 구
분기준은 사회ㆍ문화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오로지 ‘법원의 판결이 이러니 그것은 사실이다’는 한 가지 잣대로 명예
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다. 대법원이 ④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도 고려하라는 것은
언어가 법정에서 통용되는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 생
각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표현한 부당해고의 규탄은 해고의 정당성 유무
라는 사실 판단이라기보다는 해고를 당한 억울함의 의견 표시라고 봄이 타
당하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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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19. 7. 8.자 2019라20390 결정 -

【결정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전직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
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
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
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라 함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사용
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
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 또는 영업상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
당한다.

채권자 회사 A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B는 채권자 회사에 1998. 10. 15. 입사하여 약 20년간 근무
하다 최종적으로 그룹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다가 눈이 나빠졌다는 것을 이유
로 2017. 9. 30. 퇴사하였다.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 재직 당시 ‘영업비밀 등
보호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퇴사 후

2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업체 창
업, 취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
게 전직 등으로 인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 인센티
브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퇴사 3개월 후 채권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C회사에 종전
급여의 30% 이상을 더 받고 취업하였다. 이에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에게 전
직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며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 1일당 1천만 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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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 3. 20.자 2018카합21628
결정)은 채권자 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채무자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결정을 취소하여 채권자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직 금지(또는 경업 금지)에 대한 법리는 오래전부터 결정요지에 명시한
내용대로였다. 즉,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사용자의 이익,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 근로자
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등). 특히 ④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
로 대상(代償) 조치가 있었는가는 전직 금지의 유효성 판단에 큰 잣대가 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포섭하여 과연 전직
금지약정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라진 것도 ①에서
⑥까지의 잣대에 사실관계를 각기 다르게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결정을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해석에 있어 큰 시사점을 안겨
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인 채무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해당 법원은 결정요지와 같은 대법원의 설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전직금지약
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
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
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중략…)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그 계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대, “①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의 내용은 채무자가 담당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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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자연스레 체득하게 되는 업무상의 지식 내지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를 넘어 채무자의 전직 자체를 2년간 금지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익이 채권자 회사에 존재하는지 의문인 점, ② 채
권자 회사가 지급하였다는 ‘특별 인센티브’는 퇴직 시 채권자 회사에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돈이므로, 이는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채무자가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돈에 불과할 뿐 2년간 전직을 제약
하는 것에 대한 전보적 성격까지 가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
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의해 채무자가 2년간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사용자인 채권자 회사에 의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결정과는 다르게 사실관계를 바라보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요소 ① ∼ ⑥을 먼저 명
시한 다음 사실관계를 하나씩 포섭시켜 나간다.
먼저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
법원은 채무자가 담당했던 파트는 반도체 사업 경쟁력의 핵심 부분이며, 다
른 관련 부서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반도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
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사용자인 채권자의 보호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②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와 ⑤ 퇴직 경위를 보면, 채무자인 근로
자는 메모리 반도체 설비 투자와 생산성 극대화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채
무자의 퇴직사유인 눈 건강의 나빠짐도 종합검진 소견상 더는 진행되지 않
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퇴사 후 단기간에 경쟁사
인 C에 입사한 것을 보면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면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
단하였다.
③ 전직 금지 기간 및 지역에 관해서는, 채무자는 2년이 지나치게 장기간
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쟁사인 C와의 기술격차가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수백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채권자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비
밀이 유출될 경우 입을 수 있는 손해도 매우 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전직금지기간이 2년이라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판단되고,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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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에 대해 보면, 채무자는 여러 차례 동
안 1억 6천만 원의 금액(이 중 2천5백만 원은 채권자 회사에게 반환됨)을 특
별 인센티브로 수령하였다. 특별 인센티브 지급약정서를 보면 본 인센티브
의 목적이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방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경쟁
업체로 전직할 경우 특별 인센티브 상당액을 위약벌로 배상할 것을 규정한
점 등을 보면 특별 인센티브가 단지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
하기 위한 돈’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직을 제약하는 것에 대한 ‘전보
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채무자인 근로자가 퇴사 후의 전직금지기간 동안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직금지약정이 무
효라고 주장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사실관계 등을 비추어
보건대, 전직금지기간 동안 직접적인 대가 지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직
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살펴보면, 반도체 시장의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회사로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적
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정보 기술을 다루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
로자들과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채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직
금지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논거에 의해 사건의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보
고, 채무자인 근로자는 경쟁회사인 C회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았다.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에서 근로자의 직업의 자유와 사용자의 영업
비밀 보호 중 어느 것을 보호할 것인가는 이론적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
으며 그때마다 이익형량을 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익형량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전직 금지에 따른 반대급부가 전직
금지의 기간, 지역 및 직종과 비례하는가라고 생각한다. 만일 반대급부가 이
러한 제약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 비난을 받을 도의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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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173

174

노동판례리뷰 2019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
-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

【판결요지】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술에 취한 정
도가 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적 피해
까지 일으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피고
는 원고에게 그 근무실적, 소속상사･책임지도관･동료들의 평가의견이 우
수하다는 점을 모두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시보
임용 경찰공무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의 판단이 현
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본 사안에서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초과근무 지문인식
기 부당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저지른 시보임용 경찰공
무원(원고)에 대한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이 다투어졌다.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의 순으로 올라가는데, 경찰대학, 간부후보시험, 일부 경
력경쟁채용 등을 제외하고는 공채든 경력경쟁채용이든 시험을 통해 순경부
터 출발한다[｢경찰공무원법｣(이하, 경찰공무원법) 제8조 참조]. 시험에 합격
하게 되면 순경요원으로 모집되어 중앙경찰학교에서1) 소정의 교육을 마치
고 이수기준을 통과하면 졸업을 하게 된다.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1
년간 순경시보로 임용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다.2) 시보제도는 근로계약으로 보자면 시용계약과 유사한데, 경찰공
1)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교육훈
련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경찰공무원법 제17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
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
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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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격상 채용단계 또는 정규임용 이후에는 부적격
자를 배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임용예정직의 신분･직무를 1년
간 부여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
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즉 순경이라는 말단 경찰공무원으로라도 정식 임용되기 위해서는 ‘시험 합
격-교육훈련 통과-시보’라는 3단계의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안에서 순경시보로 근무 중이던 원고는 저녁 초과근무를 신청한 상태에
서 상급자들과 함께 음주 등을 한 후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제1 비위행위)
한 다음 다시 상급자들과 음주 등을 하였고 그날 자정 이후 혈중 알코올 농
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승용차와 접촉하여 교통사고(제2 비위행위)를 일으켰다. 시보단계도 공
무원이기 때문에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당연히 징계를 받는다. 이 두 가지 비
위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당초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해임처
분에 대해 원고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으로 다투었고 최종적으로는 징계양
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
임처분이 취소된 후 원고는 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새롭게 받
았다.3) 원고는 1년의 시보기간 중 3개월 남짓 남은 상태에서 해임처분을 당

2)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
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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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고 쟁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된 후 정직 3개월 처분을 새로 받았지
만, 해임처분을 다투던 중에 이미 시보임용기간이 모두 도과해버렸고 그 상
태에서 해임처분이 취소된 후 정직 3개월 처분을 다시 받은 것이어서 정직
기간 이후에는 정규임용을 해야할지 결정이 되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정
직기간이 끝나갈 무렵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였다.4) 이런 이유로 원고
는 정직처분의 정당성과 그로 인한 직권면직처분의 정당성을 모두 다투어야
했다.
사안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원고는 음
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긴 하였으나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하
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물손해에 대해 배상도 하였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
하는 직권면직이라는 처분이 과연 균형에 맞는 조치인지, 과도한 것은 아닌
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을 상
세히 명시해 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는 1회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이상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감봉-정직’이 징계양정기준이기 때문이다.5)
그러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되
어 있다.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도에 관계없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만 해도 징계양정기준은 ‘강등~해임’(사망의 경
우 ‘해임~파면’)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6) 경찰공무원
은 음주운전에 대해 단속할 권한이 있기7) 때문에 이런 취지가 반영된 것으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시보임용 경찰공무원)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
보임용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
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 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
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
퍼센트 미만인 경우
5)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 참조.
6)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 참조.
7)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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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볼 수 있겠다.
본 사안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강등~해임’이 기본적으로 적용된 징계양정기
준이 다루어졌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외에 지문인식기
부당등록도 하였지만, 강등보다 가벼운 정직처분을 받았을 뿐이어서 정직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원고를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고 직권면직한 것에 대해서 재량권 남용이
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경찰공무원법 및 동 임용령상 시보임용 경
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정규 임용에 적당하지 않다든가 시보제
도의 취지상 직권면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평
가할 수 있다.
청년실업이 극에 달하고 많은 청년들이 공직시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에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경찰공무원이 되었지만 시보단계를 넘지 못한 원
고가 안타깝긴 하다. 그렇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점
점 커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규제도 종래 혈중 알코
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으며8) 음주운전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원고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훨씬 초과한 0.161%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본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
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177

178

노동판례리뷰 2019

공동주택관리방식의 위탁관리 변경과 관리소장 해고
- 인천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53534 판결 -

【판결요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
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A는 2016. 11. 16. 피고 B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6. 11. 16.부터 2017. 11. 15.까지로 하되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 공동주택 관리
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5.경 공동주택의 관
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
로 결의하고, 2017. 6. 7.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해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
약을 체결하고, 2017. 6. 16.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들이 더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17. 6. 16.부로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서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해고로서 정
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
결일인 2018. 12. 6. 당시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의 해지 통지의 의사에 근로계약의 연장 거절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
다고 인정하여 자동연장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해고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원고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재판부는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다만, 원고는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동시에 임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
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실익이 있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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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해고가 사업의 폐지, 즉 폐업에 의한 해고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
장을 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을 인
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방식 변경은 폐업이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
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 해고 회피 노력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인 ③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④ 사전
통보와 협의절차 준수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였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래 “해고를 하
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1) “해고를 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
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것”2) 등 이른바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최근의 사례
들에서는, 위와 같은 정도의 경영위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원 삭감을 할 객
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기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의 계기가 관리방식 변경이라는 점, 이를 통
해 관리업무의 효율화, 비용 절감,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점,
입주자 과반수가 변경에 찬성한 점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완화된 기준을
따랐다.
다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을 의미”3)하며, 구체적인 “해고 회피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
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
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
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등.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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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4) 이 요건은 상
황에 따라 심사의 강도가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도산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필요
성이 고도로 높은 경우에는 그 해고 회피 노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소지가 있지만, 반대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경영상 해고라면 그 요
구수준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인정기준에 관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점차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며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을 종래 입장보다 더욱 존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상대적
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
와 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강도에 따라
해고 회피 노력의 강도 역시 반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경영상
해고제도가 가지고 있는 최후수단적 성격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위수탁계약 체결에 동석하였다는 점, 수탁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시 ‘관리기구의 구성인원 및 급여 등은 피고와
선정된 업체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관리방식 변경은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사안이나 입주
민들이 그 변경시점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로 정해 추진할
필연적 이유가 본 사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좀 더 시
간을 가지고 원고의 잔여 근로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변경일정을 추진하여 원
고에게 구직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거나, 원고의 고용을 승계할 것을 위수
탁관리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였
을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의 강도
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였어
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경영상 해고의
최후수단적 성격을 잘 파악하고 적용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 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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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558755 판결 -

【판결요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미용실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가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근처에서 새로이 미용실을 개업하자 원고
가 도급계약상 경업금지약정을 근거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에서, ①합의 해지에 따라 계약관계가 중도에 해소되어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초 이 사건 도
급계약이 예정하고 있었던 사항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고, ②피고가 원고
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경업금
지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
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
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으로 인한 위약금 1천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고 판단되므로 이를 5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1) 사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D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미용 업무 수행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 제13조
는 경업금지의무를 정하고 있는바, 피고로 하여금 계약 종료 내지 중도해지
이후 1년간은 D미용실 반경 1킬로미터 내에서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1,000만 원을 지
불하도록 하고 있었다. 원고와 피고는 미용실의 운영방식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해 갈등을 빚다가 2018. 5. 31. 이 도급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였고, 피
고는 2018. 6. 15.경 D미용실에서 약 450미터 떨어진 거리에 E미용실을 개업
하였다. 원고는 2018. 7. 3.경 피고의 미용실 개업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이 도급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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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도, 계약의 성질에 관한 해석과 관계없이 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
다고 보았다. 판단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느
냐와 관계없이 결론이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판결요지의 ②가 피고의 근로
자성을 전제로 한 판단인데, 이것이 이 글의 검토 대상이다.

(2)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
결(이하, 참조판결)의 법리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적용하고 있다. 참조판결
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을 위해 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의 이익, ⅱ)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ⅲ)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
종, ⅳ)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ⅴ) 근로자의 퇴직 경위, ⅵ) 공공
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영업비밀뿐 아니라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시한다.
위 요소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살핀다면, 피고에게 경업금지약정과 관
련한 별도의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데, 경업 금지
의 대상이 동종 업종이라는 점은 약정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데 기여를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외의 것들은 그 판단에 있어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기에, 계
약 체결 당시에는 불합리성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관
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계약의 해석이 그러하듯, 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또한 대등관계가 아닌 힘의 불균형 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3) 첫 번째, ⅰ)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이다. 법
원이 이와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은 적지 않지만, 그 결론은 “원고의 미용실
운영능력,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소속 미용사에게 교육한 미용 기술이나 정
보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론만으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먼저, 유명 프랜차이즈 소
속 미용실은 그 운영방식, 교육 및 홍보 전반에 관해 다른 개인 미용실에 비
해 매뉴얼화되어 있는 정도가 높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에서 원장에게 요구되는 미용실 운영능력은 조건이 동일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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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미용실의 원장에게 요구되는 그것보다는 낮아지게 된다. 또 대상판결
이 적시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피고 간 갈등의 원인 역시 미용실의 운영
방식 등이었는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에 대해 원고의 운영능력이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피고를 비롯한 소속 미용사에게 교육한 미용 기술이나 정보에 보호가치가
있는지 역시 마찬가지다. 일단 피고와의 경업금지약정이 문제되었는데, 피고
가 아닌 다른 소속 미용사들에게 교육한 미용 기술이나 정보는 판단에 고려
될 사항이 아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피고에게 행해진 교육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행해진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이와 관련
해서 도급계약 제8조 제3항에 근거해서 “원고가 미용사의 미용 실력이나 서
비스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다. 하
지만 도급계약 제8조 제3항은 교육과 관련한 재량적 편의제공 조항(“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피고에게 선진 미용기술 및 브랜드 고유의 미용기술 노하우,
영업 노하우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훈련 비
용은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부
담할 수 있다.”)으로, 7개월 동안 근무한 피고에게 어떤 교육이 행해졌는지,
그리고 그 교육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바가
없다. 더구나 대상판결에 따르면 미용실들은 “우수한 미용사를 고용하는 방
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 차원에서 접근한다
면 부원장으로 근무한 피고는 그 계약 체결 시부터 우수한 실력을 지닌 미
용사로서, 7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미용 기술이나
정보 등의 보호가치는 거의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4) 오히려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설시 중
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일 법한 부분은 고객의 미용사 종속성으로 인한 손해
부분이다. 판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
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
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
치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퇴사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
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183

184

노동판례리뷰 2019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
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는 제한된 범위 내
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밑줄 강조-필자)
하지만 법원의 이 판단은 고객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오로지 미용실 운영
자의 노력의 대가로 평가했다는 오류를 보인다. 신뢰관계의 시작점이 되는
미용사-고객의 만남은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이라는 운영자의 노력 및 투
자가 만들어 주었겠지만, 정작 미용사-고객 간 신뢰관계 형성은 해당 미용사
의 실력과 서비스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만일 미용사의 실력과 서비스가 고
객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면, 고객은 다음 방문에서 다른 미용사를 지명했
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신뢰관계의 시작점이 된 미용사-고객 간의 만남 역시 미용실 운영자
의 일방적인 제공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미용실은

“우수한 미용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바, 미용실은 실력이 좋은 피고를 부원장으로 고용하고 고객에 소개함
으로써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미용사가 퇴사한 이후 다른 미용실을 개업했을 때, 고객이 미용사를 따라
미용실을 옮긴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용사가 본
인에게 제공하는 기술 및 서비스가 기존 미용실 운영자의 물적 투자에서 얻
을 수 있는 서비스보다 크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하면, 기
존 미용실의 인적･물적 투자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5) 두 번째, ⅲ)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관련이다. 법원은 퇴직 후 1년, 반
경 1킬로미터라는 기준과 관련하여,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
용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
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를 설치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
요가 있다”(밑줄 강조-필자)고 판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의 유
효성을 인정한 후, 대상판결은 “피고 미용실의 개업이 이 사건 미용실의 운
영에 큰 차질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미용실을 개업함으로 인하
여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

근로관계의 종료

는 점”을 인정하여 위약금을 감액하게 된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의 제한 필요성이 아니라 약정된 장소적･시간적 제한이 적정하냐에 관한 판
단이다. 법원의 판시처럼, 반경 1킬로미터의 지역이 동일한 상권, 동일한 고
객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
단에서 경업 제한의 지역을 살피는 것은 동일한 상권에서의 경쟁업체 증가
를 규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인해 기존 업체의 수익이 현저하게 저하됨
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일 그러할 가능성이 없거나 낮다고 보여진다면 제
한되는 거리의 과다함을 인정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함이 타당
할 것이다.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강남구에 위치한 두발미용업체의 수는

1,291개로, 서울의 두발미용업체 중 가장 많은 수가 몰려있다.1) 이러한 통계
는 강남구라는 지역에서 반경 1킬리미터 내 미용실 개업 금지가 그곳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던 미용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작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물론 법원처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피고가 더 이상 미용업무에 종
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거
나,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손
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이렇게 직
업 수행의 자유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까지 이르러야만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을 넘어 우려를 갖게
한다. 경업금지의무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신
의칙상의 의무로 근로계약 존속 중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기에,2) 이 의무
를 퇴직 후에도 지속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신의칙상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신의칙상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 근로계약의 종료를 앞 둔 근로자는 이 약정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1) ｢서울시 생계형사업 분포현황 (사업체 수 기준) 통계｣ [URL : https://data.seoul.go.kr/data
List/datasetView.do?infId=10599&srvType=S&serviceKind=2&currentPageNo=null, 최종 검
색일 : 2019.11.14.]
2)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I｣, 박영사, 2012, p.147(권두섭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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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받게 된다. 근로 종료 사유와 관계없이(근무기간을 다 채우고 퇴직하더
라도) 약정된 지역 안에서의 취업 및 창업 제한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상
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미용서비스 고객의 유치는 이용자와 미용사 간
의 신뢰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미용사가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
다는 것은 기존에 쌓아왔던 고객이라는 자산을 모두 버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3) 이러한 이유로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문리적으로만 이해될
경우, 미용사는 수입의 현저한 감소 우려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 이것은 더 나아가 미용사로 하여금 소속 미용실로부터 정당한 대
가를 요구하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양승광(법학박사)

3) 이러한 차원에서 근로자인 미용사가 가지는 고객과의 신뢰관계는 “근로자가 다른 사용
자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근로자가 가지는 “주관적
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분은 도쿄 리갈마인드 사건, 東京地裁, 1995. 10.
19. 판결로 신권철, ｢퇴직근로자 경업규제의 법리 : 경업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노동
법의 존재와 당위｣, 박영사, 2006, p.16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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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방식 변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7747 판결 -

【판결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합리
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해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긴박
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방식
이 자치관리이든 위탁관리이든 반드시 획일적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 동별 또는 업무영역별로 구분하여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방식이 병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따
라서 자치관리방식에서 위탁관리방식으로의 변경은 경비원 근로자의 사
직이나 정년의 도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에 따라 위탁관
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제24
조의 취지와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이나 성격, 업무내용,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보다 위탁
관리 방식이 관리비용, 노무관리, 업무의 효율 등에서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
석할 수 없다.

필자도 아파트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아파트는 어떠한 의미일
까? 서구 유럽에서 아파트단지는 대체로 단조롭게 획일적인 건축물, 저급한
생활환경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읽혀지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는 편의성을 갖춘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생활공간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상징된다. 좀 거칠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아파트 천지인 ‘아파트의 나라’, 여
전히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하고 더 좋은 아파트를 열망하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어느덧 고층아파트로 구성된 아파트단지는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의 대표
적인 주거형태가 되어버렸다. 전체 인구 중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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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아파트 수요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정부
의 주택정책이 기존에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점점 늘어
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발
표한 제3기 신도시 건설정책을 보더라도 그렇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단지는 “주민을 중심으로 관리소 직원, 경비원, 청소부,
상인, 행상인, 배달원 등이 궤도를 따라 선회”하는 ‘하나의 소우주’이다.1) 우
리나라에서 아파트단지는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놀이터, 어린이집, 노인정,
농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의 스포츠시설, 단지상가 등 공동시설과 이를 관
리하는 관리사무소가 모여 있는, 주변 지역과 분리된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주택단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를
관할 또는 관리하는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아파트단지에서는 공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거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노동법
적 분쟁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 중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은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와 관
련된 분쟁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
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공동의 경비, 하자보수, 청소 등의 업무를 직접
채용하고 지시․감독하는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의 지위에 있게 되는 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외부 위
탁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종사자에게 부당한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직․간접적인 지시가 종사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아파
트 관리종사자의 고용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이
문제된다.
또한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이 활용되고 있어
1) 발레리 졸레조(길혜연 옮김)(2007),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p.18.

근로관계의 종료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파
트 관리소장이나 직원에 대해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
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등이 문제되기도 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등을 둘러싸고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종사자는 저임금 등 대표적인 취약계층을 이루
고 있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거나 노동정책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를 이유로 한 근
로시간 적용 제외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존재
하며,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입주민을 상대해야 하는 관계로 민
원처리과정 중 곤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상판결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이 경
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것
이다. 이 사건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피고보조참가인은 입주
자대표위원회의 경비반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경비원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
를 들어 해고하였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업체와 아파트 경비업무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업무 위탁관리 용역업체는 사직하거
나 관리방식 변경과정에서 해고된 경비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를 제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팀, 기계팀, 전기팀, 건축팀 소속의 약 40명의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직접고용하며 관리업무를 직접 하고 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반해 중
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부
당해고로 판단하였다. 대상판결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직접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변경하면서 경비원 근로자의 고용을 종료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미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
치관리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주택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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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하기로 하여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라고 볼 수 없
고, 그로 인한 관리직원의 해고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였
고, 노무관리에 대한 어려움 등을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
장하였으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갖추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이 적절
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경비원을 제외한 그 밖
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완화
해서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판결요
지】에서 보듯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내용,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방식보다 위탁관리방식이 관리비용, 노무
관리, 업무의 효율 등에서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의 필
요성을 인정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주
거형태로 선호되는 이유는 주거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단독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에 걸쳐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주자로서는 관리비를 부담함으로써 주거관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주민이 처리해야 할 부담은 고스란히 경비원 근로자, 청소
근로자가 맡는다. 관리비 1만 원을 아끼려고 경비원을 해고하기에 앞서 우리
는 ‘아파트 공화국의 무명 영웅들’3)에게 고마움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를 생
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3) 재코 즈위슬랏, ｢‘아파트 공화국’의 무명 영웅들｣, 동아일보 2019년 8월 23일자.

노동조합

특정 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차등
부당노동행위의 입증방법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
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
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
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
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 노
동조합의 조합원 집단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
는지, 인사고과의 그러한 격차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
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객
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동등
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변경된 2014년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 및 상여금 지급규칙에 따라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전반적
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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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에는 4개의 노
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 6월과 7월에 걸
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 및 상여금 지급규
칙을 개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기존에 지급되던 고정상여금 연간 700%
중 500%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고, 500%의 성과상여금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과(S, A, B+, B, B-, C, D 등급 등 7단계)에 따라 각 등급별 지급
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 마련된 기준에 의하면 근무성
과가 S등급으로 평가되면 성과상여금이 연간 700%, A등급의 경우 연간

600%, B+등급의 경우 550%, B등급의 경우 500%, B-등급의 경우 450%, C등
급의 경우 250% 지급되고, D등급의 경우 0%로 성과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6. 25.부터 같은 해 7. 18.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
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 526명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 20. 평가된 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4년 8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
조)의 조합원 이외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기업별 단위노조의 조합
원, 비조합원(이하,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이 B등급(425명 중 422명) 이상
의 성과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비율은 99.3%인 반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98명)은 B+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전혀 없고, 대부분 B등
급 이하로 부여(B등급 19명, B-등급 29명, C등급 40명, D등급 10명)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
하여 2014. 12. 20.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하
였고, 2014. 12. 31. 당해 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
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이 B등급 이상을 받은 비율은 98.55%인 반
면,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은 B+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없고,
대부분 B등급 이하로 부여(B등급 19명, B-등급 33명, C등급 31명, D등급 15
명)받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월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2014. 7. 1 ~ 2014. 12. 31) 성과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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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2015. 2. 20.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2015. 2월분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고, 같은
해 4월분, 6월분 성과상여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등지급하였다. 이에 의하
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은 99.0%가 B등급(404명 중 400명) 이상 부여받
은 반면, 이 사건 노조 조합원(89명)의 경우 B+등급 이상은 전혀 없고, 대부
분 B등급 이하로 평가등급을 부여(B등급 15명, B-등급 32명, C등급 29명, D
등급 13명)받았다.
대상판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즉 첫 번째는 ‘대량관찰
방식’에서의 입증 정도 내지 입증방법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집단적 인사평
가의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 구제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노조조합원임을 이유로 비
조합원에 비해 불리하게 인사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가 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에서 설시된 바 있는 ‘대량관찰방식’을 원용하면
서, 원심이 이 사건 사용자가 변경된 2014년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 및 상
여금 지급규칙에 따라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이 사건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
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두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구제명령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반조합적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2014년 하반기 성과평
가를 재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성과상여금과 기존에 지급
한 성과상여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등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제명령이 불명확하고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여기에서는 주로 첫 번째 쟁점, 즉 ‘대량관찰방식’에서의 입증 정도 내지
입증방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
합원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인사
평가가 (특정)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대량관
찰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
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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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
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
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
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
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양 집단 사이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
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
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 대상자로 선
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
다.1)
이에 따르면,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인사평가가 (특정) 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① 특정 집단과 나머지
일반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② 그 격차가 사용자의 차별적 의사에 기인한 것인지를 입증할 것이 요구된
다. 그리고 ①과 ②를 입증하면 주장하는 인사평가 및 이로 인한 임금 및 상
여금의 차등지급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면 사용자로서
는 ③ 특정 집단에 속한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인사평가의 결과는 반조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임을 입증
함으로써 그 추정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이 구체적인 설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판결은 ‘대량관찰
방식’의 입증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정 노조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성
1)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위 ‘대량관찰
방식’에 의한 판단방식을 설시하면서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의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기는 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한 인사고과 자료인 근로자들의 개인별 종합평가표, 개인별 최종합계
표 등 평정결과가 기재된 모든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조합원
들에게 비조합원들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적으로 평정하여 인사 고과를 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보
조참가인의 원고의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
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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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상여금 차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적극적인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대상판결로 돌아와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 ① 2014년 8월분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은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

(100%)보다 높게 지급(422명 중 278명에게 110∼140% 지급)받았거나 최소한
기존과 동일(100%)한 수준으로 지급(144명)받은 데 반해, 이 사건 노조의 조
합원(98명)은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100%)보다 대부분 낮게 지
급(19명은 100%로 기존과 동일, 29명은 90%, 40명이 50%, 10명이 전혀 지급
받지 못하는 등 79명이 기존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전혀 받지 못함)받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도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는 2015년도 2월분 성과상여금이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

(50%)보다 높게 지급(404명 중 218명은 55∼70% 지급)하거나 기존 수준
(50%)으로 유지(182명)한 데 반해,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은 2014년 단체협
약 변경 전의 상여금(50%)보다 대부분 낮게 지급(15명은 50%로 동일, 32명
은 45%, 29명은 25%, 13명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전체 조합원 89명 중

74명이 낮게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함)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는 점에서 통계상의 유의미한 격차가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또한 ②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
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노조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기준의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종래의 관
행에 부합하는지 등과 같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
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9754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
급 차등에 대해 근로자 측의 문제제기에 의해 노동위원회로부터 불이익취급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반복
적으로 인사평가의 차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격차가 사용자의 반조합적이
고 차별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추정이 성립된다.
이에 대해 ③ 사용자는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위해 개인별 불량률
과 원가 절감에 대하여 제안을 하거나 창안을 제출하면 포상을 하고, 최하위
등급자의 경우 경고 또는 주의를 준 평가 근거를 가지고 낮게 평가하는 등
이를 기록․관리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
거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195

196

노동판례리뷰 2019

서 대상판결의 판시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

개별교섭에서의 중립의무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9.4.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

【판결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고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체결 시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복수의 단
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
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과 취지를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
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 교섭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
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배･개입으로
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1) 사용자가 어느 노동조합은 우대하거나 반대로 어느 노동조합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사이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
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달리 말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들에 대해 중립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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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사이에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할 중립의무는 사용자가 복수 노
동조합에 대해 개별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대상판결
은 개별 교섭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지
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개별 교섭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회사가 A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
한 행위는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회사가 B노동조합 및 A노동조합과의 개별 교섭과정에서 A노동조합
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
별 교섭 중인 B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 회사는 2015. 12. 3. A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격려
금’ 150만 원을 단체협약 체결일 현재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하
고 단체협약을 같은 달 17일 체결하기로 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A노동조합
이 격려금 지급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 및 그로 인
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격려금이 증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실제
로 A노동조합은 잠정 합의내용을 조합원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
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A노동조합으로부터 복리후
생에 대한 사항을 양보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A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
로써 개별 교섭 중인 B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사용자가 A노조를 우대하고 B노조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B노조의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권에 대해 방해 내지 침해하

노동조합

는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다만 지배･개입의 판례법리가 여전히 ‘지배･개입 의사’에 기초하고 있
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판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태양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배･개입 의사가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판단하여 왔다. 지배･개입 의사라는 요건은 종종 부당노동행위 인정
을 어렵게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내심에 나쁜 의도

(주관적인 악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행위
가 노동3권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노사관계에 장애가 되므로 정상적인 노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제가 인정된다. 따라서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
조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노사관계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즉 개관적인 태양을 중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사용자에
게 형사나 민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자
의 행위를 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도 A노조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객관적
으로 보아 회사, A노조, B노조의 정상적인 노사관계에 방해가 되는가를 평
가하여야 한다. 회사에게 B노조의 쟁의행위를 할지 결정하는 의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 때문에 시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러
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그럼에
도 불구하고 그 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지급행위 때문에 B노조의 조합원들
다수가 쟁의행위하기를 꺼려하게 된다면, 사용자에게 지배･개입 의사가 없
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타
당한지 의문이다. 무쟁의 타결 격려금은 쟁의행위권과 돈을 교환한 것이어
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쟁의행
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있으므로 근로자 측에게 이를 보상
하려는 것이라는 ‘선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격려금으로 인해
향후의 단체교섭과정에서도, 또는 이 사건처럼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과정
에서도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을 왜곡시키는 ‘나쁜 영향’이 내
재되어 있다. 따라서 무쟁의 타결 격려금 자체가,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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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단 구조에서 굳이 ‘지
배･개입의 의사’라는 표현을 써서 요건화하지 않고도 적절한 판례법리를 재
구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도 “이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는 금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명목, 금품 지급에 부가된 조건, 지급
된 금품의 액수, 금품 지급의 시기나 방법,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 경위와
내용,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종합적인 판단요소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판단요소들은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으
로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그 앞의 문장도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
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 말고, ‘사용자의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밑
줄 강조-필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가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
려는 취지를 가지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의 대상이 사용자의 주
관적 의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객관적인 태양
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도록, 판례법리의 발전을 기대한다.
김홍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 의사의 필요성
-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

【판결요지】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
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사내 이메일 계정의 시설관
리권 행사를 빙자하였을 뿐 실질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
를 하였다는 점의 주관적 요건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행위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A(원고)의 기업별 노동조합 B의 위원장 C는 2017. 6. 28. 회사 사내
전산망의 자유게시판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음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날 직원 150여 명에게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C가 이용하
고 직원들이 받은 이메일 계정은 회사 것이었다. 그 뒤로도 C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직원들에게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알렸다. 이에, 회사 A는 ‘노동조
합’, ‘노조’가 들어가는 단어나, C의 개인 이메일 ID가 담긴 내용의 이메일은
스팸메일함으로 가도록 전산처리하였다. 또한, 회사 A는 사내 이메일을 통
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C의 행
위는 비위 정도가 상당하므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인사조치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C는 사내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회사 A의 이런 조치가 부당함을 다시 알렸고, 회사 A는 사내 이메일로 업무
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발송하는 것은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 취업규칙 위반에 의해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경고장을 다시 발송하였다.
노동조합 B는 사용자인 회사 A의 사내 이메일 계정 발송 차단과 C에 대한
경고장 발송이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울지방노
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의 각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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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회사 A에게 위의 각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였다. 회사 A는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위의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회사 A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
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메일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하지
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근거로 명확히 금지한 경우가 아
니라면, “이메일 시스템은 구축 이후 발신과 수신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점, 이메일의 이용이 적정 용량의 범위 내라면 다른 사람의 이메일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이지 않은 점, 이메일은 편리한
통신수단으로서 그 사용이 보편화된 점,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사업
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이메일 사용은 순수 사적 활동을 위한 이
메일 사용보다 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을 들어 회사 A의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곧이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객관적 요건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사내 이메일 계정의 시설관리
권 행사를 빙자하였을 뿐 실질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
였다는 점의 주관적 요건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행위가 노동
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밑줄 강조-필자)고 하여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행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
심 판정을 취소하였다.
본 사안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필요한지, 특히 해당 사건에서는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한지 쟁점이 된다.
학설은 지배개입 의사의 불요설과 필요설이 각 존재한다.

1) 사안에서 노동조합 B가 청구한 행위별 부당노동행위는 더 존재하나, 이해의 편의를 돕
기 위해 쟁점이 되는 행위에 국한하였다.

노동조합

먼저 의사 불요설은 “지배개입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율하는 것은 노동3
권에 대한 침해의 배제가 목적이므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사실
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의사를 따로 물을 필요가 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
립”한다고 한다.2)
반면, 의사 필요설은 부당노동행위 의사 필요설의 맥락에서 지배개입도
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지배개입의 행위 그 자체에서 이미 부
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사 필요설에 대해 많은
경우 그 의사가 추정되므로 의사 불요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3)
판례는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에 관해서 대법원이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
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
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
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이래, 하급심에서 근로자
측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배개입을 부정하
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4) 본 사안 역시 이러한 사례로 판단된
다.
그러나 지배개입을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
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형
사법의 구조상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고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민사ㆍ행정 소송에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즉,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가 있어야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지라도, 민사ㆍ행정 소송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제도란 근로자 내지 노조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사용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도 내지 동기를 문제 삼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5) 따라서 형사소송에
2) 노동법실무연구회, 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IIIꡕ, p.79(김성식 집필).
3) 노동법실무연구회, 위의 책, p.79(김성식 집필).
4) 노동법실무연구회, 위의 책, pp.80~81(김성식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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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ㆍ행정 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6)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5) 김유성, ꡔ노동법 IIꡕ, 법문사, 1999, p.361.
6) 사족을 붙이자면, 부당노동행위 의사 필요설의 입장에서도 부당노동행위의 태양에 비
추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사안의 경우 객관적인 요건이 충
분히 그러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음은 사용자 측인
회사 A가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쟁의행위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

【판결요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는 손해로는, 조업
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
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생산되
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
거나,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
된 고정비용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참조).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산라인 중
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정비’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하여
두 개의 사건에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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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대법원, 같은 날 엇갈린 판단1)｣과 같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이 기
사에서는 과거의 판례에 따라 “공장 점거=고정비 손해 발생”이라는 공식에
서 벗어나 불법 파업과 고정비 손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 전개의 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처럼 결론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대상판결 모두 판
단 근거로서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논리
적 판단 구조를 따르고 있다. 즉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을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
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
상각비, 보험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을 구하는 측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
다는 점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
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이른바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
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제품이 판매될 가
능성이 없다거나,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
다면 그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
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6다11226 판결에서는 라인의 가동 중단이 16분
간 이루어졌지만 당초 일일 생산 예정량(1,023대)을 모두 생산한 반면, 2016
다12748 판결에서의 쟁의행위로 인한 가동 중단은 55분간 이루어졌으며, 그
이외에도 사건 당일 설비 오작동과 장비고장 등으로 145분의 추가적 가동
중단이 이루어져 당일 생산량보다 203대가 생산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2016다11226 판결은 1993년 대법원 법리에서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으로 라인 중단이 단시간에 그쳐서 당일의 생산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091.html#csidx507b61daf539abe99717f07
d2f81590

쟁의행위

이처럼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의 고정비 산정은 1993년
대법원 법리가 그 판단기준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1993년 대법원 판
결이 이처럼 일반원칙으로 인용될 정도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필자는 1993년 대법원 판결법리가 원심판결의 법리에 대한 대법
원의 구체적 판단으로 이해될 뿐, 제조업체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에서
의 고정비 산정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993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조업체가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입는 일반적
인 손해는 소극적 손해로서 조업중단으로 생긴 생산 및 매출 감소에 따른
손해 즉 그 조업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그 총원가를
공제한 금원과, 적극적 손해로서 조업중단에도 불구하고 무용하게 고정적으
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상당액의 손해
라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위 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
업중단으로 인하여 감소된 생산량 및 그 감소된 생산량과 당해 업체의 전체
생산량 또는 적정재고량과의 관계, 그 감소된 생산량의 보충가능성, 당해 제
품의 평소 판매상태 및 당시의 판매량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발생된 손
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량의 감소로 인하여
당해 업체의 매출량이 감소되어 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
고, 비록 생산량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출량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아
니하였다면 매출이익의 손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매
출이익의 감소로 인한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고
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2)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조업중단일 당시 불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각 제품이 장기간 판매될 가능성이 없었다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
어질 수 없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 25년 전 동절기 상품인 팬히터의 생산라인
에서 동절기 대비 생산량의 99%를 판매하던 성수기인 11월에 이루어진 대
우전자의 조업중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재고량 보유․관리는 물론, 돌
2) 서울고등법원 1993. 4. 14. 선고 92나52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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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첨단 자동차 산업의 고
정비 판단에까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부합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동차 업체는 생산차량을 구입하려는 수요층이 상시적으로 존재
한다거나 그 수요층의 규모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생산차량이 언제

100% 판매되어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는 제품 생산 차질과 영업 손실의 상관관계 및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한
증명을,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부합
되는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쟁의행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직장폐쇄기간 및 노조전임기간의 취급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판결요지】
[1]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
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
휴가 취득기준이 되는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
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
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① 직장폐쇄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것인지, 또 ②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처리방법 등이 다투어진 사안이다.1)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방어적으로 행사하는 사
용자의 쟁의행위이다(노조법 제46조). 따라서 직장폐쇄의 행사와 정당성 판
단은 앞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연동되어 판단할 수밖에 없으
며, 노사가 대립하는 쟁의행위와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기간은 정당한 권리
1) 원심(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적법하
면 그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하고(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서 모두 제외),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연간 소정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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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위법한 행위가 교착하게 된다. 쟁의행위가 종료하고 직장폐쇄를 철
회하여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면, 각 행위의 정당성에 따른 출근 내지 결근
처리 문제가 또 다른 분쟁을 내포한다. 대상판결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
였다.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다만 노동
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사용자의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
어진 경우, 이러한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달
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
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만 위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위
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만일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이러한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
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1) 대상판결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이라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연차휴가
는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근로제
공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① 노동조합
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경우 정당
한 권리 행사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노사가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서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②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면 그 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
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결근으로 처리하고, ③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며, 위
법한 직장폐쇄의 경우라도 그 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쟁의행위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④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
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⑤ 위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직장
폐쇄

쟁의
행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

없음

적법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
로 출근율을 산정하되, 쟁의행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
삭감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적법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직장폐쇄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
로 출근율을 산정함(이 경우 직장폐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
의행위기간보다 길 수 없으므로 결국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고, 쟁의행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 삭감함. 위 2011다4629 판결 참조)

위법

적법한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
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

없음

위법한 직장폐쇄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
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함

적법

위법한 직장폐쇄인 경우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
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함

위법

위법한 직장폐쇄인 경우라도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연
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

적법

위법

(2) 대상판결에서 적법한 직장폐쇄와 위법한 쟁의행위가 병존하는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결근한 것으로 하는 산정방법은 타당하지
만,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이 명확
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해석론에 대하여는 위화감이 든다. 쟁의행위
의 위법과 위법의 길항관계에서 ‘결근’ 취급이라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
에 대해 대법원의 설명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위법한
직장폐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
을 것임이 명백한지는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및 원인, 직장폐쇄 사유와의 관
계, 해당 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의 지위 및 역할, 실제 이루어진 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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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한 근로자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설시하여 공평성을 담보하였다. 대상판결은
직장폐쇄로 근로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책임의 귀속
과 증명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또 대상판결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노조전임자의 출
근율 산정에 대하여 처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의 전임
자(이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
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
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
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노
조전임자제도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
결권 유지･강화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성격 역시 일부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조전임기간 동안 현실적으
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
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
다는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결국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만 노조전임기간이 연차휴가 취득
기준이 되는 연간 총근로일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등에
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
에서 노조전임기간 등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일수(이하, 실질
소정근로일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취득 요
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제도의 취지, 연차휴가가 가
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
지 않고 결근으로 처리할 때 인정되는 연차휴가일수와의 불균형 등을 고려
하면,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
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쟁의행위

(1) 대상판결은 ‘근로 제공이 없으면 연차휴가는 없다’는 일관된 관점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기간은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노조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
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
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특별
한 규정이나 특별한 관행이 없는 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
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
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므로,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고 엄정하게 판단하였다. 이렇듯 노조전임자에게
불이익(징계)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와 반대
로 연차휴가(권리)를 부여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하고(출근의무 없다며 또는 공백이라며),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한다는 대상판결의 해석론을 보면 대법원이
창과 방패의 논리를 전개한다는 생각이다.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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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그 기준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

【판결요지】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
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사용자)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가 행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단체협약 조항에 근거
하여 부당징계처분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액수의 임금
지급을 구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징계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평균임
금 산정이 각각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징계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원심
을 그대로 인정하여 징계가 무효라고 확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주장
대로 소급임금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문제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나 근로자 입장에서나 이제 평균임
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매우 달라지게 된다.
평균임금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제46조), 재해보상
금(근로기준법 제79조), 감금 제재 한도액(근로기준법 제95조), 산재보험급여

(｢산재보험법｣ 제52조),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실업
급여(｢고용보험법｣ 제45, 46조)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도구개념이다. 평균
임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의규정에서 보듯이 평균임금은
산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취지는 근로

쟁의행위

자의 평소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1)
그런데 평균임금 정의규정에 나타난 것과 같은 산정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
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
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
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의무, 예
비군 또는 민방위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결근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
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서 각각 제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규정은 근로자의 임
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 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예컨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
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쟁의행위는 그 범위가 어
디까지인가?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
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의
제외 여부가 달라질 것인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종래 대법원은 근로자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2) “근로자의 정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및 동 판결의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4나49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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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인
하여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할 때, 그 제6호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이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서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쟁의행위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만약,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위법한 쟁의행위기간까지 제한 없이 제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
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6호의 적용 범위 또는 한계를 가늠할 수 없게 되어 평
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정신을 조화시키려
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 및 성격이나 근로자의 권리
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만
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위 조항의 다른 기간들과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여 일응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근로자 측의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직장폐쇄
로 대항하기도 하기 때문에 때때로 파업기간과 직장폐쇄기간이 중첩되는 경
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직장폐쇄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직장폐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아니지만 노조법에 의해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특히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관련하여 사용자
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존재하는 경우 직장폐쇄기간이 어떻게 처리되어
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대상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개념과 산정방식, 근로기준법 시
행령 제2조 제1항의 취지와 성격, 근로자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의 근
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기간에의 해당 여부, 직장폐쇄와 사용자
의 임금지급의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감안하면, 사
용자가 쟁의행위로 적법한 직장폐쇄를 한 결과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 제6호의 기간에 해당한다.

쟁의행위

다만 이러한 직장폐쇄기간이 근로자들의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기간과 겹치
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기간에 포함될 수 없
다.
둘째, 위법한 직장폐쇄로 사용자가 여전히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면,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
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서 대상판결은, 직장폐쇄의 적법성, 이로 인한 사용
자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용자의 직장
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노조법 제2
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
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피고(사용자)에 의한 직
장폐쇄의 적법성이나 이로 인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존부 등을 살피지 않
은 채 피고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기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을3)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
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4)
그동안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관련하여 직장폐쇄가 문
제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은 없었는데, 대상판결은 쟁의행위
중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최초로 그 판단기준
을 제시하였는바, 대상판결은 그 시의성이 매우 높고 평균임금 산정을 둘러
싼 노사현장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실천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3)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나3700 판결.
4)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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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시기 및 2차 파업 시 찬반투표 의무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누74728 판결 -

【판결요지】
[1]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

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요
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허
용된다.
[2]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1차 파업’에 대한 조정신청
과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파업(2차 파업)’의 목적에 이 사건 현
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
의 주된 목적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
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은 2014. 2. 25.의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 또
는 ‘2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 사건으로서,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쟁점이다.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2013. 6. 철도노조는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민영화 저
지 관철을 위한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2013년도 임금요구안을 확정하였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철도 민영화 철
회,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해 실무교섭 5회, 본교섭 2회, 합계 총 7회의 교섭
을 하였으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되었
다. ② 철도노조는 2013. 11. 12. ‘2013년 임금협상, 철도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
원회는 2013. 11. 27. 노사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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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료를 결정하였다. ③ 철도노조는 ‘조정기간 중’인 2013. 11. 20.부터 11.

22.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재적 조합원의 73%가 찬성하였다.
④ 철도노조는 2013. 12. 9.부터 12. 30.까지 파업(이하, ‘1차 파업’)을 하였다.
⑤ 1차 파업 종료 후 노사는 실무자 사전 협의,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실시
했으나 서로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014. 2. 25. ‘임금협상’
과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실행하였다.
대상판결의 원심1)은 쟁의행위 목적과 관련해서는 ‘2013년 임금협상’을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파악했고, ‘현안사항(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이 파업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이
사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파업의 목
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2) 또한 쟁의행위 절차와 관련해서는 철도노조가

1차 파업에 앞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므로 2차 파업을 위하여 새
로이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그 결과 ‘철도노조의 2차 파업
은 정당하므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원고, 항소인)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쟁의행위 목적에 대해
서는 다투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항소심에서 ‘2차 파업 시 별도의 조정절차
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덧붙여 ‘설령 1차 파업의 찬
반투표를 2차 파업의 찬반투표로 보더라도, 그 찬반투표는 조정절차를 거치
기 전에 이루어져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2차 파
업시 별도의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또한 ‘조정
기간 중(즉,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찬반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철
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41조 제1항의 찬반투표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부정되므로,4) 대상판결에서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다퉈진 두 가
1)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5구합7861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2)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
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
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3) 철도공사가 상고를 취하하여 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4)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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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쟁점은 중요하다.
첫 번째 쟁점은, 2차 파업 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칠 의무가
있는지이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조정전치 절차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 그 쟁의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새로운 쟁의
사항이 부가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새로이 부가된 사항에 대하여 쟁의행
위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5)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알리안
츠생명보험과 노동조합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조정절차와 찬
반투표를 거쳐 2007. 11. 22. 1차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후 회사가 성과급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자 노동조합은 2008. 1. 23. 성과급제 실시에 반대하여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2차 파업에서 새롭게 부가된 쟁의사항(성과급 반
대)은 1차 파업 시의 쟁의사항(임금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2
차 파업을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6) 또 다른 사례는 서울대병원 사건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였고, 2004. 6. 23. 보건의료산업사용자
협의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서울대병원지부는
위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지부
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차원의 찬반투표를 거쳤다는 이유로 별도의 찬반투표
를 거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대법원은 보건의료노조 차원의 단체협
약이 체결되어 쟁의행위가 종료된 이상, 지부 차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부 차원에서 별도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7)
위의 법리와 사례를 종합해 본다. 먼저 1차 파업이 종료되었는지를 판단
해야 한다. 1차 파업이 단체협약의 체결 등으로 종료된 경우, 그 이후의 파
업은 완전히 새로운 파업이므로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1차 파
업 이후에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그 이후의 파업은 1차 파업에 연속되는
파업으로서 별도의 찬반투표 절차는 필요 없다. ‘단체교섭의 과정’은 평화적
인 교섭과 실력행사인 파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
의 체결’을 통해 분쟁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교섭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파
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8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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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하나의 연속된 파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1차 파업과 그 이
후의 파업들의 목적(즉, 쟁의사항)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2
차 파업에서 새롭게 부가된 쟁의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1차 파업의 쟁의사
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된다.
대상판결은, 철도노조가 201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1차 파업’에 대한 조
정신청과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파업(2차 파업)’의 목적에 이 사
건 현안사항과 같은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
업의 주된 목적인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1차 파업’ 당시 발생
한 분쟁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한
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철도노조의 ‘1
차 파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없고, ‘1차 파업’의 목적과 ‘2차 파업’
의 목적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단절되지 않고 행해진 연속되
는 파업이다. 대상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찬반투표의 시기와 관련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이전
에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
였다. ① ｢헌법｣(이하, 헌법) 제33조 제1항의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에 따라,
쟁의행위 개시를 위한 조합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
다. ② 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
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른바 ‘조정전치의무’)하고 있으나, 이
는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③ 노조법 제45조의 조정전치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
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
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8)고,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므
로, 찬반투표 실시시기를 반드시 조정절차 종료 후로 제한할 수 없다. ④ 결
론적으로 대상판결은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태도,
주변 정세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노
동조합이 요구사항과 교섭대상을 확정하여 조정신청을 하였다면, 조정기간
중이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찬반투표를 하는
8)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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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허용된다”고 하여, 철도노조의 조정신청 당시 교섭요구사항이 확정된
상태여서, ‘조정기간 중’에 찬반투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절차를 잠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사안과 달리 노동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찬
반투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2001년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분쟁상태인 이른바 '노동쟁의'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그 조정안을 수
용할지 여부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 역시 반영되어야 함에 비추어 조정절차
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고 판시한 바 있다.9) 이 판결은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했기에 그 절차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긴 하였으나, “조정절
차까지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라는 법리를 제시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 판결은 조정절차의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 조정절차는 쟁의행위를 ‘금지(또는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
니라,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10) 조정절차까지 다 완료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쟁의행위에 돌입
한다면,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쟁의행위의 상’과 ‘법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가’는 별개의 것이다.11)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노
조법상의 조정서비스가, 근로자의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확정되고 노동쟁의라는 분쟁상태(즉, 교섭결렬)가 발
생했다면, 노동조합은 조정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방강수(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9)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1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11) 송강직(2018), ｢단체행동의 무력화와 해소 방안｣, 민주법학 제66호, 민주주의법학연
구회,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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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을 기준으로 한 시간강사 임금 차등지급의 위법성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
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의 장으로서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 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
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은 국립대 시간강사인 원고가 국립대 총장(피고)을 상대로 전업(專
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시간강사료를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강사료 일부의 반환통보 및 시간강
사료 감액지급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구
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 2월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해당 학교 총장인 피
고와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약정한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
간당 30,000원’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강사료를 받아 왔다. 그런데 2014년 4월경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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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
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통
보하고, 그 이후에는 비전업 시간강사에 적용되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
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
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①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은 불명확한 기준이 아니며, ②
이러한 차등지급이 대학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차별적 처우가 아니며, ③ 근로계약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1)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 전업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2) 어떻게 이해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 ㉡ 사용자 측의 재정적 상황
은 시간강사의 근로내용과 무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
으로 처우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 ㉢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균등대우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
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
기환송하였다.
대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

[｢근로기준법｣(이하, 근로기준법) 제6조]이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은 모두 ｢헌법｣(이
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
1) 이 사건의 1심은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21600 판결, 2심은 대구고등법
원 2015. 6. 19 선고 2015누4144 판결이다.
2) 대법원은 전업이 의미하는 바가 ① 이 사건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에 전속되어 일하
여야 한다는 뜻인지, ②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자유로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인지, ③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뜻인지 불명
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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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 행사의 주체인 피고(대학교 총장)
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대상판결은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판
단기준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
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제시하
고 있다. 결국 대상판결에 따르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입각하여, ‘근로계약상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
별이 된다는 법리가 성립된다.
문제는 대상판결에서 제시한 법리가, 이 사건의 판단을 위한 법리를 넘어
서 근로관계에 관한 차별의 일반원칙 또는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법리로 수
립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국립대학 총장은 헌법상의 평
등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수규자라는 점에 특징이 있지만, 고용관
계에서의 차별의 영역별로 실정법하에서 규율하고 있는 일반 근로관계에서
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3) 특히 고용상 차
별에서 사각지대로 있었던 무기계약직 차별이나 기간제 상호 간의 차별 등
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4)

3)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헌법상의 평등원칙의 대사인적(對私人的) 효력에 관한 논의 차
원에서 보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근로관계에서의 원칙적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
능하다. 이에 관하여 도재형(2019), ｢시간강사료 차등 지급의 위법성｣, 월간 노동법률
2019년 4월호(통권335호)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보충적 성격과 근로
관계에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사인적 효력이 발휘된다. 먼저, 헌법상 평등원칙도 우선적으로는 근로기준
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과 같은 개별 노동관계법의 규정을 통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된다. 이는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의 존재가 문제되거나 동일노동 동
일임금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근로기준
법상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한 것은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임금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
가 문제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헌법상 평등원칙은
민법상 일반규정을 통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된다(간접적 효력설). 헌법상 평등
원칙에 대한 일반적 해석 및 사용자의 균등대우의무가 신의칙상 근로관계에 내재된 부
수적 의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차별 금지 사유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존 하급심에서는 주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자들에 대한 ‘사회
적 신분’이 문제되었는데, 대상판결은 사회적 신분성에 국한되지 않고, 임금 차별에 관
한 일반적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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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상판결은 성별 임금 차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녀 고용평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의미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대한 연장선에
서 언급된 것인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적용범위를 성별 문제를 넘어서 ‘당해 사업장 내의 비교가능한 노동’으로
확장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5) 향후 대상판결의
법리를 두고 고용상 차별법리에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
다.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5) 이광선(2019), ｢균등한 처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월간
노동법률 2019년 4월호(통권 335호)에서는 대상판결의 취지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
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범위 문제로 인식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엄격하
게 해석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데
도, 대상판결에서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문의 규정(구성요건)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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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사건에서의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의 판단방식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

【판결요지】
[1]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
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
[2]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
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
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
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
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액수를 비
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
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
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
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
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정의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임금 세부 항목별이 아닌 각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에
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는지 여부도 범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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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강원랜드로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사
건 근로자들은 원고와 딜러 업무를 수행하기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규직 딜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하여, 비교대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특별상여금(설/하계휴
가/추석/연말)1)과 호텔봉사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
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다.
위 판결요지 [1]과 관련된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
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딜러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2) 더 나아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
규직 딜러 중 누구를 비교대상자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 호봉표상의 직급과
호봉에 존재하지 않지만 1년 6개월에서 2년 근무 후 정규직 딜러가 되는 점
을 감안하여, 가상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외부경력 유무에 따라 호봉급
표상 사원 1호봉보다 각각 2등급, 1등급 낮은 가상적 호봉(각각 사원 마이너
스 2호봉, 사원 마이너스 1호봉)을 설정하여 비교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중앙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교대상자 선정방식을 인정하였으나3) 이 사건 행정
법원은 이러한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높은 호봉의 정규직 딜러만 근무하고
있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는 강원랜드의 직제상 존재하는 가장 낮은 호봉,
즉 사원 1호봉의 정규직 딜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4) 이 사건 원심도 제1
심 법원의 비교대상자 선정방식을 취했으며, 대법원은 위의 판결요지 [1]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과 동일한 취지로 이를 인정하였다.5)
위 판결요지 [2]와 관련된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지방
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법리를
인용하였다.

1) 이 사건의 정규직 딜러들은 홀수 달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이외에 기본급에 30만 원을
더한 액수를 설․하계휴가․추석 특별상여금으로 받았고, 동일한 액수에 노사가 합의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말특별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 1. 7. 판정 강원2014차별3.
3) 중앙노동위원회 2015. 4. 13. 판정 중앙2015차별2.
4)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4053 판결.
5)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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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들과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상이하거나 세부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 항
목별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
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
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
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4. 5. 선고 2012구합30080 판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판례법리를 설시한 후 특별상여금(설․하계휴
가․추석특별상여금, 연말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교대상 근
로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항목의 금액을 모
두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였다. 중앙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모두 위의 판례법리를 인용하여 동일한 방
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 [2]와 같이 ‘소정근로를 제
공하는 것’이라는 범주화의 구체적인 범위 대신에 항목별로 비교가 부적당
한 경우 범주화를 통해서 비교해야 한다고만 설시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요
지 [2]를 설시한 후 이 사건에서의 호텔봉사료는 다른 항목들과 같은 범주에
속할 수 없다고 보아 호텔봉사료를 제외하고, 기본급, 고객서비스 수당, 정기
상여금, 특별상여금을 합한 금액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호봉급 등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는 지급되지 않음)의 총액을 비교하고, 별도로 호
텔봉사료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호텔봉사료를 별도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로 대법원은 호텔봉사료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정규직 딜
러의 임금체계에서 호텔봉사료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위 판결요지 [1]과 판결요지 [2]로 하급심의 판례법리를 최초로
인정하거나(비교대상자 선정) 새로운 판례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불리한
처우의 여부). 관련하여 그동안 노동위원회나 하급심에서 각기 다른 방식을
취했던 것이 이제는 통일적인 기준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불리한 처우의 여부에 대한 판례법리는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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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와 항목이 다른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
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간제근
로자와 정규직근로자는 임금 체계와 항목이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세부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사례에서 많이 발생하
였다.6) 따라서 향후에는 근로자들이 특정한 임금항목에서 불리한 처우가 있
었다는 것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거나 특정 항목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나 다른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더 유리한 대우를 받는 것일 경우 범주화해서 그 범주의 총
액을 비교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어떻게 범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결요
지 [2]와 같이 고려요소들(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호텔봉사료가 다른 임금항목과 같은 범주로 보지 않는 점 때문에 명시적으
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범주화방식이 통상임금 범위와 유사한 성격
의 것을 하나의 범주로 볼 것을 제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7)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선 대법원은 호텔봉사료
를 별도의 범주로 보는 이유를, 급여규정에 호텔봉사료의 지급근거가 없고,
임금체계와 무관하게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매월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급여가 호텔봉사료까지 고
려하여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호텔봉사
료가 임금체계에서 지급근거를 두고 매월 매년 평균금액을 다른 임금액 산
정에서 반영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는 호텔봉사료도 다른 임금항목들과 함
께 하나의 범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 임금체계 내
6) 예를 들어 단시간이나 기간제근로자인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에 대해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사건(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
12012 판결) 참조.
7) 이전의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을 통해 통상임금과 유사하게 범주화된다고 보는 견해는
강선희(2017), ｢비정규 차별에서 비교방법에 따른 불리한 처우 및 합리적 이유의 유무 서울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30189 판결｣, 노동리뷰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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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과급적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때는 성과급적 부분도 기존의
호봉제적 부분과 함께 하나의 범주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에
는 호봉급이었다가 그 일부분이 성과급으로 전환된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
이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인정된 기준인 ‘소정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
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호텔봉사료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요지 [2]와 같이
설시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항목들이 하나
의 범주 내에 있을 수 있다는 점들을 의식하고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더
욱이 시간외수당 등의 지급과 같은 통상임금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정된 고
정성 요건을 비정규직 차별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 여부의 범주화에서 굳이
고려할 여지는 더더욱 없다고 보인다.
판결요지 [3]과 같이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결
요지 [2]에 의거하여 정해진 범주에 따라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는 판결요지

[2]의 논리적 귀결이므로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법리에 따르
면 기존의 해석과 약간 달라졌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이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의 기본급보다 다소
많으나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모든 정규직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
비와 교통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위
판결요지 [2]에 따라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의 기본급과 함께 하나의 범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범주 총액을 비교할 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정
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고, 장기근속 유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8)
그러나 범주별로 판단하고, 범주별로 합리적 이유를 보는 이 사건 대법원 판
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이 사건에서 기간제근로자인 민간조리원의
임금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군무원의 기본급을 비교하면 전자가 45,500원가량 많으나 군
무원의 직급보조비 95,000원까지 더하면 군무원이 더 많아지고, 민간조리원은 군무원이
받는 나머지 일체의 수당(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포함)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여서 본
문의 예하고는 사정이 다르다. 아직까지 관련 사건에서 위 본문의 예와 유사한데도 불
구하고, 문제되는 수당의 미지급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는 사례는 없는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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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리에 따르면, 이 수당들의 지급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성격이 반영되었
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맡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적 직무
나 책임으로 인해 두 근로자 집단 간 임금총액의 차이가 나는 데 대한 합리
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례법리는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범주별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에서 비교대상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
는 재직기간이 길고, 업무숙련도가 높고, 비교대상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별도의 범주로
본 호텔봉사료의 미지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이 합리
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근거들인 재직기간이나 업무숙련도 등을 인정하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설시한 이러
한 근거들이 직접적으로 달리 처우하는 방법․정도 등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한 기간인 19개월 11일 동안 호텔봉사료를 제외하
고 범주화된 임금총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비교대상 근로자인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보다 경력에 따라 25,440,261원[(월 환산 1,314,413원),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13,283,381원[(월 환산 686,308원), 외부 근무경
력이 1년 있는 경우]을 덜 받는다. 기간제 딜러들이 받는 범주화된 임금총액
은 각각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54%(외부경력이 있는 경우), 76%(외부경력 1
년이 있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비교대상자와 비교하여 경력에 따라
각각 월 131만 원, 69만 원가량이나 낮은, 이 범주 임금총액의 차이 전체를
재직기간이 길고, 업무숙련도가 높고, 비교대상 근로자만 수행할 수 있는 특
수한 업무가 있는 것에 의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대법원의 판단에서
는 드러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판례법리에서 달리 처우할 필요
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
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면서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였다. 대법원과 같이 이처
럼 범주화하여 판단하면서도 달리 처우하는 방법․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
하지 않으면, 범주화된 총액 전체가 합리적인 이유를 쉽게 인정해버리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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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오게 된다.
대법원의 판단과는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 딜러와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처우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 수 있
다는 것은 이 사건의 초심 노동위원회인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드
러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강원랜드에서 대
략 2년 정도 근무하다 정규직 딜러가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외부경력이 없
는 경우는 2년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보고 호봉표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
원 마이너스 2호봉, 외부경력이 1년이 있는 경우는 1년의 차이를 두어야 한
다고 보아 사원 마이너스 1호봉의 가상적 근로자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
교대상 근로자로 보았다. 사원 마이너스 2호봉과 사원 마이너스 1호봉은 강
원랜드 근로자들의 호봉표에서 모든 직급의 호봉 간 차이가 정액(2012년

35,000원, 2013년 36,000원)으로 모두 일정한 것에 근거를 두고, 그 정액의 차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사원 1호봉에서 감하여 설정한 것이었다. 강원랜드가 내
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숙련도나 기간제 딜러들보다 더 많은 게임을 진
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직급의 호봉 간 차이를 설정한
것이라고 하면, 이 가상의 비교대상 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불
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계
산한 바에 따르면, 가상의 비교대상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근무기간에
대해 19,633,380원[(월 환산 1,014,392원), 외부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10,419,310원[(월 환산 538,331원), 외부 근무경력 1년 있는 경우]의 처우 차
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기간제 딜러들의 임금총액은 각각
가상적인 비교대상자 임금총액의 65%(외부경력이 없는 경우), 81%(외부경력
이 1년 있는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여전히 상당해서 회사의
재량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인정할 수 있는 차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다루는 2개 종목(블랙잭, 바카라)이 전체 진행 게임의

76.7%를 차지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육
아휴직자 및 희망퇴직한 정규직 딜러들의 업무대체자로 입사하여 비교대상
근로자와 함께 테이블에 배정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법원은 그동안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있어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
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리상으로 설시하면서
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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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문제되는 임금의 세부 항목, 예를 들어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중식비
등의 성격에 비추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을
뿐이다.9) 대상판례에서 임금의 불리한 처우를 범주화하여 불리한 처우 여부
를 판단하는 법리가 새롭게 제시된 현 시점에서는 ‘방법․정도’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대해지고, 시급해졌다.
심재진(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예를 들어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과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
53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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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의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유추 적용된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1. 15. 선고 2016가합531053 판결 -

【판결요지】
｢파견법｣(이하,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의 외
관을 취한 경우에 형식적으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근로자파
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파견과 동일하게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2년의 파견기간
을 요구한다면, 사용사업주는 위 2년의 기간 동안 외관이 도급계약임을
내세워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불법적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파견역
무 제공기간이 2년을 도과하기 전에 그 실질이 파견임이 적발될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외관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손쉽게 해지하여 파견법에 따
른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
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한 불법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이는 파견법의 규제를 받는 적법한 파견과의 관계에
서 법적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파견법 규제 회피 및 위
반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불법파견과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
무를 제공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는 불법파견과 동일하게 파견
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파견
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
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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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규정이 예정하지 않은, 법률해석(Gesetzesauslegung)에 의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법관은 고민의
문턱에 서게 된다. 법관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 규율이 존재할 것이라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유추

(Gesetzesanlaogie)’에 의한 ‘법 보충’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입법자가
특정한 사안을 규율하면서 그 이외의 사안을 규율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에
의해 의도된 것이고, 따라서 규율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은 달리 판단되
어야 한다는 ‘반대추론(Umkehrschluss)’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우선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를 살펴보자. 근로자파견허가를 얻어 파견사업을 하는 D사는 이 사건 피고
인 S은행과 은행 임직원들의 출퇴근, 영업활동을 위한 차량운행업무 수행,
어음이나 우편물의 전달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차량운행용역계약을 체결하
였다. 그리고 D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원고인 근로자들은 용역계
약에 따라 피고의 임원 등의 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는 D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경우가 있었으나, 임
원의 최종면접을 통해 채용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담당 임원의 일정을
임원 또는 비서들로부터 매일 구두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목적지, 대기시
간, 운행경로 등을 지시받아 운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원의 출퇴근
은 물론 외부 일정, 회식 등 행사, 임원의 개인적인 약속을 위한 운행을 하기
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가는 임원의 휴가일정과 연계되어 실시되
었다. 그리고 피고인 S은행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일의 출․퇴근 시각,
차량운행시각 및 운행내역 등을 기록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
하였고 근무일수가 미달하면 월별 도급비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실
상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D사의 현장관리인이 있었지만 S
은행은 현장관리인을 통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D사의 현장관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S은
행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차량운행용역계약은 위탁내용에 차량운전, 관리업무라
는 것 이외에 운행 횟수, 노선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 D사
는 S은행으로부터 대기실이나,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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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유류비나 통행료도 S은행이 부담하였고, 출장비와
당직비도 S은행이 지급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차량운행용역계약이 실
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은 고용한 자와 사용한 자가 일치하는 것을 모범(模範, Vorbild)으로
삼는다. 고용한 자와 사용하는 자가 분리되면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에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
견은 이질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근로자파견을 규
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 파견이 허용되는
최대기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은 자만이 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로서 파견
대상 업무(상시허용업무나 절대금지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사용사업주에게 그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상시허용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거나 일시
허용업무에서 그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동조 제

1항 제3호 및 제4호)에는 기간 초과 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허
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동조
제1항 제5호)에는 그 즉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 근로자파견은 현행 법률규정의 문언
상으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때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
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전은 파견이 허
용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이 사
건 근로자의 대부분은 파견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고, D사는 파견허가를 받
은 업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D사가 근로자파견허가
를 받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가 유추 적용되어 S은행에게 이 사건 근
로자가 업무를 제공한 때부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법률유추를 통해 법 문언을 넘어서는 법적용을 위해서는 특별한 정당성

(Legitimation)이 요구된다. 법규범의 유추 적용은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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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흠결(Gesetzeslücke)’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통해 이것이 ‘계획
에 반하는 것(Planwidrigkeit)’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1) 또한 법
률의 유추 적용은 법률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례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형평 내지 평등 원칙(Gleichheitssatz)에 의
해 요구되며 가치위반(Wertungswiderspruch)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법률효과
를 부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여야 한다.2)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
자파견인 경우 이에 대해 무허가 파견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
는가. 이 문제는 비단 우리의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에 필요한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한 때에는, 파
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
자 간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직
접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
업주와 ‘위장도급’으로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
용되는지가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학설3)과 판례는 ‘위장수급인’인 파견사업
주가 파견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2016년 7
월 12일 판결4)에서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 ‘위장도급’을 한 경우에
는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추 적용될 수도 없다
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연방노동법원은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지
만 주된 논거로 입법자의 ‘계획에 반하는 법률상의 흠결(planwidrige

Gesetzslücke)’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독일파견법｣(이하, 독일파견법)
을 개정함에 있어 학설에서 직접고용간주규정에는 법률상의 흠결이 있고,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파견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verdeckte Arbeitnehmerüberlassung)에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도록

1) 칼 엥기쉬(2011), 법학방법론, 안법영․윤재왕 옮김, 세창출판사, pp.233~235.
2) BAG vom 10. 12. 2013 – 9 AZR 51/13.
3) 예컨대 Timmermann, Die Beweisnot des Arbeitnehmers bei illegaler Arbeitnehmerüberlassung,
BB 2012, p.1729.
4) BAG vom 12. 7. 2016 – AZR 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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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
는 입법개선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입법자의 ‘무의식적인 부작위

(unbewusste Untätigkeit)’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상판결은 파견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을 받은 경우라도 그것이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
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가 유추 적용되어 사용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았다.6)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독일의 경우와 달리 우리의 경우 법률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정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
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이로 인해 구 파견
법하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 허용 이외의 업무에 근로자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파견대
상 업무 위반)’ 등의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파견법상의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하였다.7)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시행된 개정 파견법은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변경하면서, 직접고용의무는 불법파견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
였다. 그러나 이 법률규정에 대하여는 절대금지업무 위반 외에는 불법파견
으로 2년을 초과해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2년간의
불법상태를 법이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개정
파견법에서는 적법파견 외에 모든 불법파견(파견대상 업무 위반 및 무허가
5) 대표적으로 Schüren, Scheinwek- und Scheindienstverträge mit Arbeitnehmerüberlassungserlaubnis,
NZA 2013, p.178.
6) 한편, 우리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 파견허가를 위반한 파견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파견법 제43조). 대상판결의 취지가 이 벌칙규정에도 유추 적용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형법분야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lex certa)에 의해 유추해석금지(Analogieverbot)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와 같은 법 형성
(Rechtsfortbildung)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olf Wank(2015), Die Auslegungs von
Gesetzen, 6. Auflage, Vahlen, p.84)].
7)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정 파견법상의 규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른바 ‘예스코판결’을 통
해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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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에 대해 그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토록 하였다. 이렇듯 우리 파견법은
직접고용이라는 사법상의 제재가 적용되는 불법파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이와 같은 파견법 개정의 연혁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파견
허가라는 ‘우산’을 쓰고 파견법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도급’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면 응당 규율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조치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추단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이 판시하는 바와 같이, 파견허가가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파견과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에 2년의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형평에
반한다. 사용사업주는 ‘위장도급’에도 불구하고 2년간 파견법상의 규제를 피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
에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직접고용의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파견법
상의 규제를 회피하고 위반을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독일의 경우 허가받은 파견사업주에 대한 ‘위장도급’의 사례가 문제
되면서, 2016년 파견법 개정에서는 이를 입법론적으로(de lege ferenda) 해결
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독일파견법에 의하면 파견사업주가 파견허가를 받
은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위장도급’의 경우에 사용사
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직접고용이 간주된다(독일파견법 제10조 제1항). 우
리의 경우에도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와의 ‘위장도급’으로 파견법 규
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입법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
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보장, 노동시장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적용과 위반행위자의 특정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 S전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대리인 A는 피고인 S전자 사업장
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행위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
한 피고인 S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2013년 S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가스가 누출되어 수급인
사업주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화학사고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
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죄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이하, 유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있으나 본 평석에서는 산업
안전보건법 부분만 다루고자 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도급인 사업주 S
전자 주식회사와 그 소속 관련자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1) 수급인 사업주 및 소속 관련자들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1) 위 표는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www.laborhealth.co.kr)에 정리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2018. 1. 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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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전자 주식회사

피고인

위반법령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선고결과
무죄

S전자 대표이사의 대
리인

A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무죄
업무상 과실치사상

케미컬 파트 부장

B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
500만 원

케미컬 파트 담당자

C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
700만 원

유독물관리자

D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
3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우리나
라의 법률은 모두 양벌규정 형식을 이용한다. 이는 법인이 범죄능력이 없다
는 가정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
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단서에서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양벌규정을 적용하려면 먼저 위반행위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특정되어 위반행위자에 의한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다음으로 단서에
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면책사유가 없다면 법인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앞의 쟁점이
문제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위반행위는 법률의 수준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위반행위는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작위나 부작위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면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하다. 일반적인 형사범에서는
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건설, 기계, 전기, 화학 등 다양하고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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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변화하는
특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는 가끔씩 생기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대상판결의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불산 누출 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특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
다. 수급인 사업주에게 적용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은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문제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다. 사업장안전보건체계에서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
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그리고 직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도급사업에서
선임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주가 기존에 선임하고 있던 도
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임하게 된다. 따라서 도급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행위자로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세 종류로 좁
혀진다. 앞의 표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반행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의 대리인 A, 케미컬 파트 부장 B, 케미컬 파트 담당자 C이다. 유독
물관리자 D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여기서는 제
외된다.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면, A는 S전자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였
으므로 도급사업에서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위반행위자를 안전보건총
괄책임자인 A로 특정을 하였다. 대형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공
장장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되므로 S전자의 사업장에서도 A는 상
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련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급심 판결문에서는 A를

‘인프라기술센터장’이라고도 지칭하고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그 지위
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전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도
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은 안전보건협의
체 구성, 순회점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으로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행할 의무보다는
도급사업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이 양벌규정의 행위자는 발생사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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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구
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
반적인 언어의 용례를 고려하면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직접 실행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적어도 그 의무 이행을 직접 관
리․감독하는 자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
사하면서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로 도급인 사업주가 선임
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특정하면 그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체적․직
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수사실무
혹은 재판실무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알려진 바 있다. H중공업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를 하면서 선박의 족장(작업발판) 설치 공
사 및 선박블록의 취부작업(선박블록이나 블록에 부착되는 자재의 위치 조
정 및 용접, 용단 등 작업)을 각각 도급 주었는데 수급인 사업주의 근로자가
각 업무 수행 중 족장 붕괴, LPG선박 화재, 안벽신호수 추락 등으로 각 근로
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반행위
자로 판단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 법원부터 제3심 대법원까지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6409 판결). 이러한 재판실무를 고려
하면 S전자 대표이사의 대리인을 위반행위자로 고집하면서 끝까지 공소를
유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 공판절차 진행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다. 다시 앞
의 표를 살펴보면 불산 누출사고에서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확인하여야 하
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는 케미컬 파트 부장 B 또는
케미컬 파트 담당자 C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끝
까지 위반행위자로서 A만을 주장하고 B나 C를 예비적으로라도 고려하지 아
니한 것은 공판 진행상 미흡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렇게 검사의 공소유지 실패로 인하여 도급인 사업
주가 면책을 받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공소장의 변
경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건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법원이 행위자 특정을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고민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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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과정이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 모두 게시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과정 전부를 세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법원의 판결서만 살펴
보면 법원은 검사가 대표이사의 대리인을 행위자로 특정하여 공소유지 활동
을 할 때 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른 행위자를 찾도록 요구한 흔
적을 찾을 수 없다. 기소한 범위 내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만 소극적으
로 재판을 할 뿐 도급인 사업주의 잘못된 행동을 명확히 지적하고 같은 사
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경계하려는 태도를 읽을 수가 없다. 적어도
제1심 법원이 위반행위자 특정을 문제 삼으며 무죄판결을 하였다면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을 직접 이행하여야 할 도급인 사업주 소속 담당자
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석명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 4명이 죽거나 다친 화학사고를 대하는 수사기관과 법
원의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일방
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일까?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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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노사･노노 갈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업무상 질병 인정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52808 판결 -

【판결요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고등법원의 결정요지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사측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
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병의 발생이 장기
간 간헐적으로 지속된 쟁의행위 도중 발생한 것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 특성상 일시에 또는 단기간 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럽고 오랜 시간에
거쳐 발병한 것으로, 그 발병시기를 쟁의단계 돌입 이후 노동조합활동 중
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되는 요
인들, 곧 원래 같은 소속의 노동조합이었다가 분리된 노동조합 근로자들
간의 갈등, 차별, 부당한 대우, 불안정한 근로관계 등이 쟁의행위와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국금속노동조합 A기업 지회(이하, 지회)는 2011. 3. 25.부터 8. 31.까지
쟁의행위를 하였고, 이후 2012. 3. 26.부터 2018. 7. 18. 고등법원 판결 선고
시까지 노동쟁의 중으로, 전면적인 근로 제공의 거부라기보다는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순회, 피켓 시위 등의 방식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졌
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 B(사건 소송 참가인) 등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폭행,
모욕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 A기업(원고)은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주
도하여 설립한 A기업 노동조합(이하, 기업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
별조치를 하였는데, 2011년의 쟁의행위 이후 징계를 하는 와중에도 기업 노
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하였고, 임금과 상여금 역시 기업 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하였다. 또한,
갈등 중인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게 잔업ㆍ특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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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압박과 양심의 자유 중 하나를 택하게 하
였다. A기업의 근무환경을 보면, CCTV를 설치하거나 임직원들이 캠코더, 휴
대폰, 카메라 등으로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녹음하였
다.
근로자 B는 2013. 9. 8.부터 2014. 11. 17.까지 34회에 걸쳐 충남노동인권센
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으며1) 근무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분노가 가정 내 갈
등까지 일으킨다고 토로하였다. 결국 근로자 B는 2015. 9. 14. 근로복지공단

(피고)에 업무 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이
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기
업은 근로자 B의 우울증이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
후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81 판결, 2018. 1. 26. 선고)은 A기업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A기업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8누34833 판결,

2018. 7. 18. 선고) 역시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
고인 A기업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
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
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인 쟁의행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시(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등)를 인용하였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37
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산재보험제도가 지닌 사업주의 무과실책임과 피재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상 그 해석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야 하므로 근로자 피
재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의 범위를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1) 충남노동인권센터는 상담 근로자들의 40% 이상을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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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것’(밑줄 강조-필자)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을 판시하였다.
원심은 근로자 B의 우울증 발병의 원인이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인지 사실관계부터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은 지회의 2011년 쟁의행위와 2012년 이후의 쟁의행위에 소속 근
로자들의 불법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회의 쟁의행위는 목적
의 정당성 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장기간
의 쟁의행위의 태양으로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순회, 피켓시위
등이 있었기에 근로자 B는 부분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없었던 기간에는 정
상적인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근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은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근로자 B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대해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쟁의행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인 A기업의 주장을 배척하
였다.
그리고 원심은 A기업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기업 노조 소속 근로자들
간에 징계의 경중, 임금과 상여금 등의 차별을 두었고, 갈등 중인 근로자들
에게 특근･잔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굴욕
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한 점, 그리고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지회 소속 근로
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캠코더, 휴대폰, 카메라 촬영 및 녹음 행위 등을
자행하여 근로자 B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사
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A기업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쟁의는 우리 노사관계 분쟁의 어두운 면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사례로서, 불법적인 컨설팅 업체를 통한 노노갈등 조성,
차별대우, 전자장비를 이용한 도청과 감시, 노조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등이 일상적인 업무환경을 이루었다. 이러한 갈등환경 속에서 노조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극심할 것이며, 그것이 정신적 질병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적･규범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환경이 장
기간 지속되면 그 도중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본 사건과 같이 업무상 재해임에도 재해 발생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에 여러 원인이 중첩될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유력한 것인지(유력원인설) 또는 공동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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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공동원인설)를 판단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여러 원인이 중첩된 경우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또는 쟁의행위가 위와 같은 사
용자 측의 불법행위로 유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설사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노동조합의 위법행위 또는 쟁의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보아
야 한다.
원심인 고등법원이 장기간의 노동쟁의에서 쟁의와 근로 행위기간을 분리
하여 본 점,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쟁의행위) 또는
범죄행위(불법행위)로 인한 급여의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은 두 경우 모두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가 유발한 노동조합
의 불법행위 또는 쟁의행위 이후의 활동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단
절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249

250

노동판례리뷰 2019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이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
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
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
에 합당하다.

1. 사안의 내용 및 대법원의 판단1)
피해자(남, 2011. 3. 7.생, 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는 2015. 8. 9. 그 부모인
원고 1, 2 및 누나인 원고 3과 함께 수영장을 방문한 후 혼자 수영장을 돌아
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 수
영장의 설치․운영자 피고 1 및 안전관리책임자 피고 2를 상대로 업무상 주
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재판에서 원고 1, 2는 피
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소득 및 가동연한)에 관하여 피해
자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1) 아래 본문의 설명은 대상판결 및 그에 관한 대법원의 2019. 2. 21.자 보도자료[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일반 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보도자료]를 참조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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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였다.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해,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 88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리뷰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였다. 1
심과 항소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법리를 따른 것이었다.
상고심에서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판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고, 대법원은 2018. 11. 28. 공개변론을 거
쳐 2019. 2. 21. 위와 같이 그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는 리뷰 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경험칙의 기초가 된 제반 사정이 현저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였다. 다수의견이 근거로 삼은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
②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③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
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
다.
④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
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
터는 65세이다.
⑤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2. 대상판결의 해설 및 평가
피해자의 사상(死傷)으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거나 노동능력이 상실됨으
로써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되는 것을 일실이익(逸失利益)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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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실이익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 산정을 위
해 필요한 요소이다. 사망 사고의 경우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의 연령에서 평
균여명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생존한 것으로 보고, 그 피해자가 가동연한
동안 얻을 수 있는 총수익에서 생활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
산한다.2)
여기서 ‘가동연한’은 노동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위와 같이 일실이익에서 총수익을 계산하는 기초이다. 특히 리뷰 대상판결
에서 다뤄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사망 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구
체적인 가동연한을 결정할 수 없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정
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공평한 배상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계산에 적용되는 가동연한이 사회경제
적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바, 육체노동자의 노동이 가능한 한
계 연령은 ①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육체노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기
초로 ② 어느 정도의 고령까지 육체노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또는 노동의 필
요성이 있는지), ③ 어느 정도의 고령 육체노동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기업
이나 소비자의 수요가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3)
기존 판례는 일반 육체노동자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1989년에 내려진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었다.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에 형성된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55세이다’라는 법리의
기초가 된 제반 사정이 변하였다는 점을 가동연한 상향의 근거로 삼았다. 즉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평균여명(0세 기준)이 남자 51.12세 → 63세, 여자 53.73세 → 69세로
늘어난 점,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기능직 공무원 직종의 정년이 만 55세 →
만 58세로 연장된 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지급대상 연령도 만 60세로
규정된 점 등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근거였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2) 한삼인(2000), ｢일실이익 산정의 판례분석｣, 민사법학 제18호, 한국민사법학회, p.761.
3) 이 문단은 홍정민(2018), ｢의견서 - 사건번호 : 2018다48909 손해배상(기) 사건_사건진행
경과 : 2018. 11. 29. 공개변론 후 현재 대법원 속행 중｣, 법경제학연구 15(3), 한국법경
제학회, pp.412～413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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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에 기
초해서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판결 선고 이
후 우리나라에 나타난, 평균수명의 상승과 고령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여 새롭게 가동연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1990년대 중반 무렵, 법원이 다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가동연한에 대해 상향된 새로운 경험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
난 것은 이런 양상을 드러낸 사례이다.4)
위에서 설명한 가동연한 결정 시 고려 요소별로 1989년 이후 나타난 사회
경제적 변화 모습은 다음과 같다.5)
① 생물학적 요인의 변화 : 소득 증가 및 의료기술,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
라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② 노동시장 요인의 변화 :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육체노
동시장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 한
계 연령을 상승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고령 생산가능인구 비
중은 1989년 9.3%에서 2018년 21.1%로 증가했고, 2015년 기준 13.1% 수준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60년에 4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가동연한을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
용한다. 경제 규모 역시 1989년 GDP 164조 원에서 2017년 1,730조 원으로

10.5배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제 규모의 확대는 고령 노동에 대한 수요 증가
로 이어진다.
③ 제도적 요인의 변화 :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잘 확보되어 있을수록 고령
인구의 노동 필요성은 줄어들며 고령 노동자의 공급도 감소하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연장되어 65세 이하 고령인구의 노후 소
득보장 수준은 높지 않고(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1세이나 단계적
으로 높아져 2034년에는 65세가 된다), 이로 인해 60～65세 사이의 노동 공
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 정년의 연장은 고령 육체노동자의
고용률과 가동연한을 상향시키는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
업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높아졌고 향후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
4) 손기식(1995),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법과 정의 : 경사 이회창 선생 화갑기념,
경사이회창선생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pp.657～658.
5) 아래 설명은 홍정민, 앞의 글, pp.413～415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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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고령 노동자의 고용 수준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결국 리뷰 대상판결은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근거, 즉 경험적 사실들과 관련하여 약 29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
다고 선언하고, 이를 통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한 일관된 기
준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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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의 상향조정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
로 하는 사람의 경우(이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
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
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
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
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다투어졌다. 사안에서는, 부모와 함께 수영장을 방문
하였던 아동(피해자)이 혼자 수영장을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
하였고(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 부모 등이 원고가 되어 수영장의 설치･운영
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한 것이다.

1심과 원심은 모두 피해자의 일실수입(소득 및 가동연한)에 관하여 피해
자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를 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원
고 측은 이에 불복하여 만 65세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공개변론(2018. 11. 29.)까지 진행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1989. 12. 26.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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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변경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는데, 육체
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기존의 견해를 유지할 수 있
을 것인지를 쟁점으로 삼아 검토하였다.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9인)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
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 12. 26.자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으므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 평균
여명이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세,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었다는 점이다. 둘째, 1인당 국내총
생산(GDP)은 6,516달러에서 2015년 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
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는 점이다. 셋째,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2013. 6. 4.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
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
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세라는 점이
다. 다섯째,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고, 원심에 대해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
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상 가
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
동연한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
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경험적 사실의 변화로 만 60세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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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기본 입장에는 동의하
지만,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과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별개의견이
두 가지 제시되었다. 한 가지 별개의견(조희대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은, 제
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별개의견(김재형 대법관)은, 육체노동의 경험
칙상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서 그쳐
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하여 오
던 과정에서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
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기에
사법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상판
결은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교통수단에 대한 노
인의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더 높아지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보이는 만큼 노동시장이나 노인복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도 보인다.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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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대기시간과 업무상 재해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15 판결 -

【판결요지】
[1]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안전 및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긴장하고 집중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망인은 전세버스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사망 전날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사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인 47시간 7분을 크게 상
회하는 72시간이나 근무하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함

으로써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망인은 사망 전날 전세버스 운전이 아닌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위 양 업무는 운행주기, 운행구간, 승객의 승․하차 빈도 등
에 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망인이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하
여 15시간 넘게 운전을 하였고, 사망 당일 1:30경 귀가한 후 충분한 휴
식을 취하지 못한 채 8:00경에 출근하여 버스를 세차하던 중 쓰러져
9:28경 사망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내용이

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
가 급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장시간노동이 하나의 관행으로 인식될 만큼 우리사회에 넓게 퍼져 있다.
최근 주 최대 52시간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1) 장
1)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언론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법’ 또는 ‘주52
시간제법’이라고 지칭하는 듯하다. 이는 종래 법적 문제가 되어 왔던 연장근로의 상한
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개정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규정하
고 있었지만,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휴일근로 허용을 어떻게 하며 그 범

사회보장, 노동시장

시간노동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며, 장시간노동의 극단에는 과로
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로
사를 포함한 만성과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만성과로의 경우 업무상 재
해 발생 이전의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실무에서는 근로시
간 해당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대기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
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
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였던 망인의 배우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
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다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2)
망인은 2015년 1월 1일부터 A사의 전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년 6월경 ~ 8월 초순경까지 메르스 질병으로 행락객이 급감하여 버스 운
전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메르스 질병 확산이 줄어든 2015년 8월 중순
경부터 체험학습, 관광 등의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2015년 9월 15일부터 사
망 전날인 2015년 10월 3일까지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전세버스를 운전
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년 10월 3일 10:50경부터 다음 날 1:30경까
지 셔틀버스 운전업무를 하였고, 운행을 마친 뒤 셔틀버스를 가지고 귀가하
였다. 집에서 수면을 취한 후 같은 날 7:15경 다시 셔틀버스를 운전하여 8:00
경 출근 후 버스를 세차하던 중 8:30경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3) 망인은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7분을 근무하였는데, 사
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
는지에 따라서 7일간의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부터 52시간까지로 다양하게 판단하여
왔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법이 최대 허용 근로시간의 ‘단축’이라고 보는 것은 기존
의 논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임은 물론이고,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표현이다.
2)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67677 판결/원심(2심) :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선고 2017누78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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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전날부터 1주일간은 72시간을 근무하였다.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제 운전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사망 2주 전부터 그전 1주일간은 23시간 31분,
사망 1주 전부터 그전 1주일 간 30시간 38분, 사망 전날부터 그전 1주일간은

38시간 25분을 각각 근무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휴
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
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가 온전한 휴
식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사망 전날 셔틀버스 운전업
무는 야간근무 3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5시간 넘게 운전하였던 점, 새벽 귀
가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출근하여 사망에 이른 일련의 과
정에 비추어,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에 급격한 변화와 업무로 인한 급격한
피로의 누적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근로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보면, 제1차 보호기준인 법정근로시간(40시간)
과 제2차 저지선인 주 최대 근로시간(52시간), 최후의 판단기준인 만성과로
등에 관한 기준이 있다. 이 중 만성과로 산재 승인기준을 살펴보면,4) ①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며, ②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관련성이 강하며, ③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
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며, ④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
담이 가중되므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시에서의 주요 가중요인은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교대제 업
무,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 변화, 소음)에 노
출되는 업무,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이다. 대상판결은 이 고시의 기준과 유사하게 근로
시간을 판단하면서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기존의 판례법

3) 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서는 “망인은 사망 당시 61세로 1일에 반 갑씩 흡연하
였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 다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4)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사회보장, 노동시장

<대상판결의 심급별 판단 비교>
1․2심

쟁점

대상판결

망인의 업무 수행 전․후 차량
점검 시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

구속시간 중
대기시간

기시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과로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어 있기는 하나, 휴게실이 아닌
전 1주간 72시간 근무하였지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하
위 72시간은 대기시간을 포함한
여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
것으로 대기시간을 제외한 근무
르다 보니 대기시간도 규칙적
시간은 38시간 5분이며, 보통
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시간
2～3시간 운전 후 휴식을 가졌
전부가 온전한 휴식시간이었다
고 대기시간 동안 차량에서 휴
고 보기 어렵다.
식하는 등 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육체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사망 전날 야간근무 3시간 30분
을 포함하여 약 15시간 근무 후 전세버스 운전과 셔틀버스 운
다음 날 8:00경 출근한 사정이 전 업무는 운행주기, 운행구간,

업무환경 변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볼 승객의 승․하차 빈도 등에 큰
수 없고, 셔틀버스의 특성상 같 차이가 있었을 뿐, 사망에 이른
은 구간을 반복 운행하여 목적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에 도착하고 휴식시간을 가진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강도
후 다시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 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발병
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당시에 업무로 인한 피로가 급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육 격하게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체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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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2심

대상판결
운전업무 이외에 사망의 원인

다른
위험요인과의
관계

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그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건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
강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인의 나이, 흡연습관 등 기존에
있는 점, 망인의 나이, 흡연습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적인 위험요 를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운
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전업무로 단기간에 가중된 과
도 있어 보인다.

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또는 악화시
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

리인 업무상 재해의 판단을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
단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5) 더 나아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지 여부
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 인정이라는 목적상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없는 대기시간은 순수한 휴식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안전의 목적상 대기시간의
판단에서는 실질적인 휴식 가능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아직까지 일반적인 근로시간 판단과의 차이 등에 관해서는 명확
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장
시간노동의 산재인정 사건에서 또 하나의 기준으로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
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사회보장, 노동시장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66227 판결 -

【판결요지】
구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적용단위를 사업장
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시행령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
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
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안 및 소송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는 법인
의 대표자가 개설한 A의원 외에도 영동군수가 위탁한 B군립병원과 대전광
역시장이 위탁한 C시립병원을 관리･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은 원고가 운영하는 위 3개 병원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2013
년 131명, 2014년 164명, 2015년 195명으로 각 100인 이상으로 구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6. 12. 7.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과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을, 2016.

12. 15. 201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44,985,6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합계 131,885,91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105530 판결)을, 2심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판결(대전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11546 판
결)을 내렸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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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하였다.
이 글에서 대상판결을 다루려는 이유는 그 법리에 오류가 있다거나, 대법
원이 전에는 없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여서가 아니다. 오히려 대상판결의
법리는 새로울 것이 없으며, 당연히 그러리라 여겨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여
기서 의문이 생긴다. 상황이 이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
결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상판결이 설시하듯 원심이 “구 장애인고용
법상 사업주의 개념과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
는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대상판결은 여기에 관해서까지는 답을 주지 않았
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의 차이를 살피고, 대상판결이 생략
해버린 원심판결의 문제점을 살피고자 한다.

(2)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이 공통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이하, 참고결정)이었다. 참고결정의 이유
중에서 이 사건의 쟁점, 즉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
인 구 장애인고용법상의 ‘사업주’ 여부 판단과 관련된 사항들을 추출해본다
면 다음 세 가지이다. ⅰ)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
로 판단할 것. ⅱ) ‘사업주’는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를 의미하며, 주체단
위인 사업주는 개인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임.
ⅲ)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위에서 대상판결이 직접 인용한 것은 ⅱ)뿐이지만, ⅰ) 역시 그 판단의 전
제가 되었다. 원고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의료기관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주체”라는 것이 대상판결의 설시이기 때문
이다. 원심판결이 처분 취소의 이유로 들고 있는 회계 및 인적･물적 구성의
분리, 위탁자의 개입 및 규제 등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며 언급하고 있
을 뿐이다.
대상판결과 다르게 원심판결이 참고결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ⅱ)와
ⅲ)이었다. 물론 원심판결에서도 ⅰ)이 판단에 쓰이기는 한다. “각 병원의 근
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는 ‘원고’라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중간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ⅲ)이 들
어오면서 최종결론은 역전이 된다. 시립병원 및 군립병원에 있어 회계 및 인

사회보장, 노동시장

적･물적 구성의 분리, 위탁자의 개입 및 규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병원
이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장애인 고용의무 부담과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병원별로 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원심판결은 ‘사업주’와 ‘사업 또는 사업장’을 혼동하고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안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쪼개
질 수 없는 ‘하나’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 판단기준으로 ‘독립성’과

‘경영상의 일체’가 작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인격을 가진 사업주는 그
자체로 독립성과 일체성을 지니게 된다. 법인격을 가진다는 것은 법률관계
로 얽혀진 세상 속에서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법인이 그 자체로 독립성과 경영상의 일체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사내 하도급에서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
급인이 도급인의 기관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실체가 없어야 한다고는 하나,
여기서 실체의 독립성 여부는 도급인-수급인-근로자라는 3자관계 안에서의
상대적인 판단으로 행해질 뿐이며, 수급인의 법인격에 관한 절대적인 판단
이 작용하지는 않는다.
원심법원은 이러한 오해 속에서 ⅲ)을 바라본 것 같다. 하지만 참고결정
안에서 ⅲ)이 나오게 된 계기는 법인격의 독립성 및 일체성을 분해시켜 사업
주의 책임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일차적으로는
사업주의 책임을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라 분리할 수 없음을, 이차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실체에 따라 그 책임이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
에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참고결정의 문장을 옮겨보
기로 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전체로
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
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해
석될 수 있다.”

(3)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이다.
원심판결은 본 제도의 취지를 ‘장애인 고용 촉진’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의 조정’으로 동등하게 인식하면서, 후자의 “부담”에 중
점을 두어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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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동일한 규모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도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조
절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규모를 조절하거나 회피하는 등으로 위 제도 취
지를 몰각시키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설시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고용 = 비용 부담의 증가’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는 다시 경제적
부담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사고로, 결국 본 사건의 원고에게까지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를 살핀다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일차적
목적으로, ‘경제적 부담의 조정’을 이차적 목적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다. 장애
인고용부담금 자체가 장애인고용할당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성격을 양자를 포괄하
는 ‘유도･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 인식하면서도 “이상적으로는 장애인 고
용의무가 완벽하게 지켜져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바람직
하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재정적인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
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1)으로 한다고 설시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양승광(법학박사)

1)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바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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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

【판결요지】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이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
건강보험법｣(이하, 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
을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
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
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
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
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
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
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
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
관만을 요양기관1)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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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요양급여2)를 실시하게 하고(제42조),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44조 제1항).3)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진찰․
검사, 처치․수술 등에 따른 요양급여 제공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더라도 그 지급
이 보류되거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4)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부
당이득으로 징수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5)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의 해석 및 해당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지는데, 지난 2019. 5.

30. 대법원은 위 쟁점에 대해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판
결들이 제시한 법리를 살펴본다.
먼저, 두 리뷰 대상판결의 사안은 모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
기관을 개설하여6)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
1) ‘요양기관’이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
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등을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
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
송을 실시하는 급여를 의미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3)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4)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
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5)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
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6) 대표적인 예는 ○○○○치과네트워크 소속 치과병원에 실질적 소유자가 존재하고, 개
별 치과의사가 그 소유자와 급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이다. 대법
원은 이런 약정에 따라 월 매출액의 20%를 대가로 받은 치과의사가 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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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용을 받은 경우였고, 그것이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의료법｣(이하,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7)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예컨대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8) 그런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
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9)
7)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8)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 등의 손
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
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
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요양급여비용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
216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보
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
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
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
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9) 관련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결국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
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한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하태한(2018), ｢의료법에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
관에서 환자를 진료한 후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
거나 환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비를 지급받게 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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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판례법리에 터잡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

4조 제2항 등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도 국
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검찰은 그런 행위를 한 의료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리뷰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의료
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있으며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목적
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
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
는 법률로서,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건
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의 범위는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
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10) 전제한 후 “비록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
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
도 […]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11)
설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
단하는 한편(위 대법원 2015두36485 판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0)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11)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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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2019도1839 판결).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선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과 관련된 기존 판례와
충돌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을 개설하는 경우와 이 사안처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의 유무 및 대상 등 법적 규율방식이 다르다는 점
을 지적하며 기존 판례법리를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료법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
라 한다)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이하 ‘중복개설금지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제4조 제2항, 이하 ‘명의차용개설금지조항’이라 하고,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 한다). 한편 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
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
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
한 처벌규정(제90조)도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제33조 제8항 위반의 경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그 의료
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제

4조 제2항 위반의 경우,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
료인 및 그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12) 지적하며 이렇게 “의료법이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을 위
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
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상적
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하여 질병의 치료 등을 위
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라고 보았다.13)
결국 리뷰 대상판결들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하는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와 관련된 기존 판례

1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13)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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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건강보험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보장, 노동시장

분할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의 줄다리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

【판결요지】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이

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수급권에 대
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
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

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
의 고유한 권리이다.
[3]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
산분할 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
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
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
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
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연금법｣(이하,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
우자와의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i)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ii)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일 것, iii) 60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
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연금

273

274

노동판례리뷰 2019

을 노령연금에서 분할된 연금이라는 의미에서 분할연금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 있던 갑과 을 중 갑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인 경우, 을이 갑과
이혼하여 위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갑이 지급받던 노령연금 중 일부를 떼어내 을에게 분할연금으로 지급된다.
위 판시 [1]은 분할연금의 제도적 취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여타 다른 공적 연금에도 동일하게 관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
금제도는 1998년 국민연금에 도입된 후, 2015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도
규정되기에 이른다(참고로 군인연금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한편,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은 처음 도입 당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국민연금법 제64
조 제2항), 2015. 12. 29.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
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특례규정이 신설
되어(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을 재산분할과정에
서 당사자의 합의 내지 법원의 관여하에 달리 정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바로 이 특례규정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건의 개요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갑은 1997년 을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두었다. 갑은 2016년
을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조정조서에는 재산
분할로 갑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을
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쌍방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며,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조정
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청산조항)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 후 을
은 위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법 제64조의3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였다. 이에 갑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와 함께 국
민연금법상 연금에 대한 원고의 분할비율이 100%, 갑의 분할비율이 0%로
된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갑에게 위 조
정조서에 연금의 분할비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분할비율
별도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을 하였고, 갑은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회보장, 노동시장

1심(부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730 판결)과 2심(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2심 판
결을 인용하면, “특례조항의 신설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섭되어 당사자가 그 분할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이상, 분할연금
수급권이 재산권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과정에서 분할연금수급권을 다른 부부
공동재산(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을 포함한다)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근거
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제시하며 청산조항이 연금분할에도 적
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시 [2]와 같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
의 고유한 권리’임을 지적하며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연금수급권은
서로 구별된다고 보았다.
사회보험인 공적연금제도는 ｢헌법｣(이하,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이라는 특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연금
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은 공적연금제도의 원천이 되는 재원의 조달이라는
측면과 사회보장수급권이 이행되는 결과적 형태에 착목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사회보장수급권에 기초하여 공적연금제도가 설계된 이후에야 비로소
논의가 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에서 부수적 성격이라 볼 수 있다. 부수적
성격인 재산권성이 본래적, 근원적 성격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제치고 전면에
나타나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은 1심과

2심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하급심법원의 판단에 따르
면 연금수급권은 여느 재산권과 아무런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며, 심지어 재
산분할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주목받지 못한다. 마치 만기
가 되면 인출가능한, 은행에 넣어둔 예금채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러나 공적연금수급권은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한다는 명확한 사
회보장적 목표가 존재하며 그 목표는 헌법 제34조에 터잡고 있다. 하급심법
원의 판단은 연금수급권과 예금채권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차이점을 대수롭
지 않게 취급했고 그 결과 헌법 제34조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결론을 내렸
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비록 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을 판결
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

275

276

노동판례리뷰 2019

을 지적하면서 판시 [3]과 같이 재산분할과정에서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을 지적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의 특수한 성격을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분할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 사이의 좌충우돌이 있었다. (1) 먼저, 전업주부와 같이 납부 예외가 인
정되어 연금가입 자체가 면제되는 국민에 대한 보호필요성에서 분할연금제
도가 도입되었다. 사회보장수급권 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2) 그후 이른바

‘놈팽이 배우자’와 같이 연금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없음에도 분할연금을 수
급받는 자가 있어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균분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려왔다.1) 이 판결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주는 당사자의 재산권
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2) (3) 2015년 특례조항의 신설을 통해 당사자
의 의사를 고려하거나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분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당
사자의 처분가능성을 존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혹은 법원이 임의로 결정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 내지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재산권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3) 이러한 점에서 기실 이 사건 하급심의 해석론은
위 특례조항이 신설될 때 이미 예견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4) 한편, 헌법재
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5헌바182 결정).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혼인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문구
를 추가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위 (2)와 같은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대구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등 다수. 이에 대한 리뷰로는 노호창,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의식｣, 노동법학, 제50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6, p.401 이하 참조.
2) 양승엽,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의 법적 성격｣, 노동법학, 제50호, 한국노동법학회,
2015. 6, p.199.
3) 이에 대해서는 졸고, ｢이혼으로 인한 공적연금수급권에 대한 소고｣, 사회보장법학, 제
5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6, p.48 이하 참조.

사회보장, 노동시장

공적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은 당사
자의 처분가능성보다는 노후 보장에 방점을 두며, 반대로 재산권성을 강조
하는 입장은 그 반대이다. 분할연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 두 권리 사이의 줄
다리기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
적인 성격과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므
로, 입법자는 이 두 요소를 고려하여 분할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두 요소 중 어느 요소를 더 중시할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입법형성권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분
할연금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위 두 요소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무시하여서
는 아니 된다. 만약 어느 한 요소를 간과한다면 이는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취
지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6.

12. 29. 2015헌바182 결정, 헌법재판소 2018. 4. 26 자 2016헌마54 결정 참조).
이 사건에 대한 1, 2심의 판결은 조정조서상의 청산조항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판부가 재산권
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어 사회권적 시각을 갖지 못했기 때
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바와 같이 분할연금제
도의 도입취지를 왜곡하고 말았다. 다행히 대법원은 분할연금이 가지고 있
는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이혼배우자의 권리”라고 명명
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해석함으로써 분할연금제도의 도입취
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연금수급권의 완전 포기를 허용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과 관
련하여, 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록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할지라도 어느 일방이 연금수급권을 완전히 포기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합헌적 법률해석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장차 입법적 해결(이를테면 최소한도의 노후소득 보장에 필요한 일정 금액
내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포기를 금지시킴)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4)
4) 졸고, 앞의 글, pp.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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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 전까지 받
은 노령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지
급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한다.5) 국민연금에 사보험인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과 유사한 성격을 가미한다는 것인데, 공적연금수급
권의 재산권성이 강화되는 또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다. 공적연금은 사회보
험으로서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 원리가 어디
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는 계속 시험받고 있다.
김 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5) 서울경제, 2019. 6. 18.자 ｢국민연금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 추진... “손해 최소
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GS5VCGM)

사회보장, 노동시장

사업주에 의한 요양승인결정 취소소송의 가부
- 부산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23893 판결 -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
을 침해당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당부를 판단받을 자격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
가 제기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는 원고의 직원으로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였다. A는 2017. 3. 9. 23:47경 승객을 태우고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로를 따라 유엔묘지 쪽에서 용당 쪽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차
로를 벗어나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A는 2017. 3.

27.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때문에 전대뇌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 8. 17. 위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는 이유로 A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A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A가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위험이 있고,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
장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A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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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부산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법원 판단의 기본 전제가 된 판례이론은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가 어떤 경우에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한 오래된
법리이다. 원래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의
취소 등을 다툴 수 있으면 그 처분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복잡한 법률문제가 제기되면서 행정의 효율성도 매우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오래전부터 예외적으로 제3자가 행정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상당히 정선된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이 참조판례로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판결)에서 제시하
는 요지는 이렇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
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
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
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
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문장의 연원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검색하여 보면 1995년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판결)에서 다
음과 같은 형태로 관련 법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처분의 상
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
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1995년 판례는 다시 1989년 판례(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판결)를 참조판례 중 하나로 제시한다.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일반이론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영역에도 적
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이 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 사업
주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소송의 쟁점은 역시 사업주가

사회보장, 노동시장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인데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택
시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A가 산재보상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위험이 있다. ② A가 일
으킨 사고 때문에 원고는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공표되거나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현장지도 및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될 불이익이 있다.
먼저, 원고의 위 두 가지 주장을 검토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
는 불이익은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상 이
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번째 주장인 원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는 것은 A가 요양승인을 받는지와 관련 없이 민법의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된다. 오히려 요양승인으로 인하여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
터 받게 되는 금품 등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이
익이 있다. 다른 한편, 산재보상은 무과실책임을 원리로 하여 작동하는 사회
보험으로서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보상의 요건으로 하거나 보상액
을 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책임을 기초로 하는 사용
자책임과도 관련이 없다. 다만, 보상절차에 수반되는 사고조사 결과가 사용
자책임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의 소송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사실상의 관련이
일부 있을 뿐이다. 또 사고조사는 보상절차나 손해배상절차 모두에서 객관
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근로자나 사업주 어느 누구에게 유
리하거나 불리한 규범적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사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두 번째 법률상 이익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조치는 모두 그 자체로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종전의 법리대로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
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인데 원고가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관련 법
규인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보인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받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
니다. 명단 공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상호를 고용노동부 홈페이
지 등에 공표하여 사회적 압력을 통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조치를 촉구하는
정책수단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효과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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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감독관의 감독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지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감독행정이다. 산재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감독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감독의 대상으로 삼아 정기 또는 수시 감독을 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현장지도나 감독이 강화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감독행정의 일
반적인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설령 A의 사고로 그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조치에 불과하지 그 자체로 원고에
게 법률상의 불이익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검토 이외에 필자는 과연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근
로복지공단이 한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법리
혹은 재판 관행이 타당한지가 매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독특
하게도 노사의 이익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위원들이 참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고조사과정에서도 사업주의 의견 진술이 충분히 보장된
다. 게다가 사전에 적립된 보험재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
급하는 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에서 보험사기나 기타 부정수급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왜 제3자의 취소권한을 인정하여야 하는지도 매우 불명확하
다. 재판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기 어렵다면 승인된 산재 보상에 대하여 제3자
의 관여를 배제하는 입법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보장, 노동시장

교통사고에 따른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준소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047 판결 -

【판결요지】
원고가 교통사고 당시 초등학생이었으나 제2심 변론 종결 당시 전문대
학인 A예술대학교 순수미술학과에 재학 중이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
준소득은 ꡔ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ꡕ상 “전문대졸”, “전경력”, “전
체근로자”의 통계소득으로 하여야 하며, 가동종료연령은 65세로 보아야
한다.

운전기사 A는 2010. 5. 29. 12:00경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
던 초등학생인 원고를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원고
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11. 2.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득기간 및 가동기
간을 산정하면서 기준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하고 가동기간은 원고가
성년(만 20세)이 되는 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월 22일을 근무하는 것
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약 2,900만 원을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면
서 기준소득으로 ꡔ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ꡕ상 “전문대졸”, “전경
력”, “전체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가동개시연령은 원고가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날짜는 졸업
예정일 다음 날인 2021. 3. 1.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가동종료연령에 관해서는
만 65세가 되는 때까지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원고 청구금액 중 약

3,270만 원을 인용하였다.
제1심 법원 판결은 종래 교통사고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충실하게 따른 것
이다(아래의 내용은 대부분 항소심 법원의 판결과 해당 각주의 설명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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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즉, 사고 당시 무직자,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동개시연령 이후에는 적어도 ꡔ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
서ꡕ상의 일반 일용노임이나 ꡔ농협조사월보ꡕ상의 농촌 보통일용노임 상당액
을 최소한의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상 전문자격이 당연
히 예상되는 일부 특수한 학과 고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제외하면 일실
수입의 기준액은 일용노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도가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법관의 확
신’이고 누구든 일용노임 이상은 얻을 수 있으므로 일용노임 상당액에 대해
서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부분은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
이다.
그런데 외국의 손해배상 산정 사례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항소심 법원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배심원들의
경험, 지식, 정의감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보통은 피해자
가 취업 가능한 모든 직업군의 중간분포를 차지하는 사람의 연간 평균소득
에 가동기간을 곱한 금액을 일실수입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피해
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피해자의 아버지의 소득이나 국민평균임금을 기준금액으
로 하고 있으며, 독일은 ‘평균적인 성공’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피해자가
성공적인 직업교육을 마쳤을 것을 증명할 기회를 가해자가 빼앗아갔다는 점
을 강조한다.
몇 개 국가와 비교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산정실무는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장래의 가능성을 모두 부인하고 단지 최소한의 수입
만을 벌게 될 것을 인정하는 매우 인색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피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해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을 피해자 자신의 실제 소득능력이나
증명의 능력과 무관하게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장래의 다
양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점 자체
는 평균에 근접한 값이 제시되어야 하고, 불법행위 전의 피해자의 성적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그 평균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기대수입이 평균에 미달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가해자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본질인 공평, 타당한 손해의 분담에 더 가

사회보장, 노동시장

까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취학 아동이나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인
가? 항소심 법원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학력별 통계소득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초․중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소득능력
상실은 중졸자, 고졸자, 전문대졸자, 대졸자의 각 통계소득 값을 각각의 진학
률에 비추어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대수입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구체적 접근
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 재학자인 피해자가 기술, 기능, 자
격 등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그 직종에 종사하게 될 것까지
를 고려하여 직종별 소득통계도 함께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경력의 통계소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에는 학생으로서 장래의 가동개시연령에 도달한 시점의 불확실한 소득을 통
계소득으로 추정함에 있어서는 장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하므로 평균에 근접한 값인 “전 경력”의 통계소득을 일실수입 손해액의 기
준점으로 삼아 이를 그 피해자의 전 가동기간에 걸친 평균적 수입으로 산정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손해를 공
평, 타당하게 분담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는 성별에 따라 통계소득을 구분하고 있는데, 남성
과 여성에 대하여 통계청의 서로 다른 기준소득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 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학생 등에게 있어서의 통계소득이란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현실수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장래의 가동개시
연령에 도달한 시점의 불확실한 소득추정치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
다. 이렇게 하여야 장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섭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 손
해액의 기준점 자체는 남녀별 통계가 아니라, 평균에 근접한 값인 “전체 근
로자”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가동종료연령을 만 60세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만 65세에 도달한 때
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
를 넘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것이 긍정된다면 그 가동연한을
몇 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능직공무원 및 민간기업들의 정년 연장, 공적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의 연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65세에 이르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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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계 보조가 이루어지고,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
등이 65세부터 이루어지는 점 등과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의 제반 사정의 변경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가동연한
은 65세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일반 육체노동자보다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
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동연한 역시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야 한다(대상판결 선고 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인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판결 참
조).
이상의 내용이 항소심 법원이 제시한 논리인데 구체적 타당성이 종전 일
실수입 산정실무보다 확실히 보장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식이 종전 실무와 상당히 다르므로 가동연한에 대한 지난 2월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책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형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보장, 노동시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단요건에서
‘전속성’이란 용어의 오용(誤用)
-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5859 판결 -

【결정요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한적으

로 열거된 형태를 넘어서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업
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요건 해당성을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업체 대리운전기사의 픽업업

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망인은 남원시 소재의 대리운전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픽업업무’(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요
청자가 있는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것)를 하는 자(이하, 픽업기사)이다. 망인
은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다른 차량에 치
여 사망하였다. 사안의 쟁점은, 픽업기사인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하, 산재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종사자)에
해당하는지이다.
산재법상 특수종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일 것(산재법 제125조 제1
항 및 시행령 125조),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산재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③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같은 항 제2호)이다.
이 중에 ‘① 요건’과 ‘② 요건’이 쟁점이 되었다(이 글에서는 ② 요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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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① 요건(특수종사자의 직종)과 관련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 제9
호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고 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특수종사자의 한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과 같은 ‘픽업기사’도 동 규정에서 정한 대리운전기사에 해당하는가? 대
상판결은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
은 아니고,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요건 해
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대리운전업무에 픽업기사의 업무도 필수 불가결
한 점,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가 마치 하나의 팀과 같이 업무를 수행했다
는 점, 픽업기사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에는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했다
는 점 등을 근거로, 픽업기사도 시행령상의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산재법의 규정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과 수행 형태에 따라 판단하여, 특수종사자의 직종 범위를 넓게 인정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에도 대법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배달업무
를 하는 자(이하 앱배달원)가 특수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앱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택배원’이라고 하
여, 앱배달원도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의 퀵서비스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1)
다음으로 ② 요건에 대한 판단이다. 대상판결은, 망인이 ‘주로 하나의 대
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여기에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 대하여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산재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② 요건에 대한 대상판결의 논거는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은 법문
에 없는 개념인 ‘전속성(專屬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산재법 제125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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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 제1호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
령 제125조 제9호도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
다. ‘전적으로(wholly)’와 ‘주로(mainly)’는 사전적으로 다른 의미이다.2) 따라
서 법문상 요건은 ‘전속성’이 아니라 ‘주된 소속성’(또는 ‘주로성’3))이다.
잘못된 용어의 사용은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상판결은 망인
이 이 사건 사업장의 픽업업무만 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픽업업무를 수행하
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4) 특수종사자의 전속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하였
다. 그러나 이는 법문에 없는 전속성 개념에 따른 판단으로서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만약에 망인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업무를 했다
면 ② 요건은 충족되지 못했다고 판단됐을 것이다. 하지만 특수종사자의 ②
요건은 ‘주된 소속성’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부분적으로 근무했어도 이 요
건은 충족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어야 한다. “설령 망인
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 주되게 소속되
어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산재법 제12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

(② 요건)은 충족하였다.” 이것이 법문에 따른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같은 그릇된 판단은 이전에 앱배달원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앱배달
원이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앱배달원(망
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업무를 했고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
실은 없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실제로 수
행한 사실이 없으나, 소속 배달원들이 다른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
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전속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망인은 특수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
다.5) 반면 대법원은 “망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사업장의 배달업무 등을 함
께 수행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망인에 관한 ‘전속성’을 인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主)로’는 “기본으로 삼거나 특별히 중심이 되
게”라는 의미이다. ‘전적으로’와 관련되는 ‘전속(專屬)’은 “오로지 어떤 한 기구나 조직
에 소속되거나 관계를 맺음”이란 의미이다.
3) 주로성(主로性)은 생소한 용어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사건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첫 번째 징표로서 ‘주된 소득의존성’을 제시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산재법의 ‘주된 소속성’과 노조법의 ‘주된
소득의존성’을 총칭해서 ‘주로성’이라 할 수 있다.
4) 사실관계를 보면, 망인은 실제로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
5) 서울고등법원 2017. 11. 28. 선고 2017누69566 판결.

289

290

노동판례리뷰 2019

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하, 앱배달원 판결).6) ‘다른 사업장에서의 업무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사
실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② 요건을 부정한 반면 대법원은 긍정하였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는 다행이나, 역시 법문에 없는
전속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
행했더라도 ② 요건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어야 한
다.
대상판결이나 앱배달원 판결 모두 망인이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업무를 하
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특
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양 판결 모두 전속성이란 개념
을 사용하고 있기에, 만약에 망인이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
었다면 특수종사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속성이란 용어의 오
용(誤用)은, 망인과 같은 노무제공자의 특수종사자성을 부정케 할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 판결이 법문상의 ‘주된 소속성’을 ‘전속성’이란 용어로 잘못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 및 제9호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7)이라는 고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고시의 ‘내용’을 보면, 이는 ‘주된 소속성’ 기준이다. 고시에 따르면,

‘전속적 기사’뿐만 아니라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특수종사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시의 ‘제목’이 ‘전속성’ 기준이라는 점이
다. 고용노동부 고시의 ‘제목’은 그 내용에 맞게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산재법상 특수종사자 판단에서 고시와 판례가 전속성이란 용어를 무비판
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의 판단징표 중
하나인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
다. 전속성은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한 징표 중 하나이다(단, 징표는 판단의
6)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수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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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일 뿐 ‘요건’은 아니다). 전속성은 근로자성의 긍정징표이긴 하나, 전속
성이 없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실, 단시간이 아닌
통상근로자의 경우, 장시간노동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복수의 사
업주와 계약관계를 맺기 어렵기에, 전속성은 통상근로자에게 대부분 나타나
는 속성이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전속성은 희미해진
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이다. 동 판결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는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시간제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9)
복수의 사업주와 계약관계를 맺는 노무제공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
황에서 전속성은 더 이상 중요 징표가 되기 어렵다.10) 게다가 산재법은 특수
종사자의 요건으로 전속성이 아닌 주된 소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징표가 아
닌 요건에 대해, 전속성이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명시적인
법문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인 사업주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시와 판례에서 전속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아닐까. 즉, 복수의 사업주 중에 해당 특수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부담
할 자를 특정하기 위해 전속성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퀵서비스기사나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이른바 ‘플랫폼노동자’ 또는

‘디지털 특고’(플랫폼은 디지털하지만 노동은 여전히 아날로그이다)가 증가
하는 상황에서, 산재법상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 납부주체인 사업주’
를 분리해서 파악하는 해석론과 입법론이 필요하다.
방강수(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법학박사)

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10) ‘전속성’과 ‘주된 소득의존성’이 없는 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
례로는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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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독립한 ‘사업장’ 판단기준
- 서울행정법원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

【판결요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규정한 ｢국민연금법｣(이하, 국민연금법) 제100조
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
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를 국
민연금법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 국민연금공단 역시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원고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1)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 세무법인은 서울에 본점을, 평택에 지점을
두고 있다. 평택지점장은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8. 1. 12.에 ｢국민연금법｣(이하,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
료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2018. 2. 1. 법인단위로 근로
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평택지점장에게 통보하였다.
평택지점장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 1. 11. 국민연금공단에게 국민연금법 제100조
의3에 따라 평택지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2019. 1. 14. 동일한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
게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
울행정법원은 2019. 4. 5. 연금보험료 지원 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2) 대상판결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고 본점과 평택지점 사이에 사업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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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일체를 인정할 것이냐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
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는바, 양 사업장이 본점과 지점의 관계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
이다. 법원이 평택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 이유로는 ⅰ) 근로자의 인사
권한이나 비용 부담 측면에서 일정 부분 독립되어 있다는 점, ⅱ) 별개의 법
인격 여부는 별개의 사업장 인정과 무관하다는 점, ⅲ) 공단이 본점과 평택
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였다는 점, ⅳ) 연금보험료지원제도는 소
규모 사업채의 인건비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이다. 이 중 본･지점 간 사업 경영
상 일체성을 조각시킨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은 ⅰ)과 ⅲ), 두 가지이다. 하지
만 ⅲ)은 경영상의 일체성을 조각시킬 만한 요소가 아니다. 분리적용은 사업
장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사업장의 사용자가 이를 신청할 때 행해지기 때
문이다. 오히려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장의 분리적용이
되었다는 사실은 본점과 지점 간 사업 경영 일체성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
도록 한다.1) 결국은 ⅰ)의 요소, 즉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측면
에서 일정 부분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경영상의 일체성을 조각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상판결에서 설시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기준에
관하여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과 관련,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점 등의 경우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사
업장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장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부가가
치세법｣(이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의 ‘사업장’ 개념 역시 장소적 분리 내
지 구획을 전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의 해석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산업재해
1)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
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이다(국민연금 홈페이지>알기 쉬운 국민연금>가입 및 신고>사업장>04. 사
업장의 분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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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법을 참조한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납세지인 사업장
을 정함에 장소적 분리 내지 구획만으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부
가가치세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것은 장소적 분리를 나타내줄 뿐 사업
경영의 일체성을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앞선 대법원 판결(대법
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을 들며 장소적 분리 여부가 산업재해
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
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라고 설시하였으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관련 판결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사
업장 독립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판결에 따라 장소적 분리 여부에 대한
중요도를 달리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고도 있기 때문이다.2) 예를 들
어, 대법원 2016. 9. 7. 선고 2016두40184 판결은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에 관
해 ①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을 판단하면 안 되고, ② 각 사업장에
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
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③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 발생의 위
험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3) 오히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격지의 사업장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되, 다만 사
업 경영의 일체성이 조각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ⅰ) 조문의 첫 문구인 “사업장 상호 간”이 장소적 분리
를 이미 전제하고 있으며, ⅱ)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
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3) 본
점과 지점 간의 사업 경영의 일체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대상판결에서처럼 지점이 독립성을 갖
추었느냐를 살필 것이 아니라 본･지점의 운영상 사업 경영 일체성이 부정되
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를 때 본점과 평택지점이 별개의 사업장이
2) 양승광, ｢산재보험료 징수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 ꡔ사회보장법연구ꡕ, 제6권
제1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7, p.92.
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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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은 부당하다. 평택지점이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
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업 경영 일체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대상판결 역시 이 부분을 인식하기에 “근로자의 인
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 추측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
법 제100조의3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평택지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
은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이 사업의 취지와 무관하기 때문이
다. 한편, 대상판결은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소규모 사업체
의 경영 부담 완화를 이 사업의 취지라고 이해한다. 아마도 이것이 평택지점
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결론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는 보험료 지원에 따른 부수적 결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양승광(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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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3335 판결 -

【결정요지】
이 사건 승강기 및 승강기가 설치된 공장의 소유자로서 승강기 관리주
체인 C는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승강기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점검의무가
있는 반면, B는 C와의 대행계약에 따른 일시적 점검의무를 부담할 뿐인
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 불과한 B에게 도급인인 C의 공장시설 일
부인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이 사건 사고 후 C가 이 사건 승강로 하부에 안전보건규칙의 기준
을 충족하는 조명을 설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승강로에 대한 조
도유지의무는 B가 아닌 C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승강로
를 B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승강기의 관리주
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

31조 제1항). 그런데 동법은 더 나아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에
게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 제4항). 이 법 제39조 이
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39조~제

45조).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는 승강기 제조 및 설치, 보수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는 C주식회사의 공장 내 화물용 승강기 2대에 대하여 유
지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정기적으로 월 1회 이 승강기를 점검해왔다. B의 근
로자인 D와 E는 역할을 나누어 E는 카 상부의 점검용 카를 조작하고, E는
피트 내부에서 카가 이동할 때 반대로 움직이는 균형추의 높이, 가이드 레일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작업장소가 어두워 E가 D를 발
견하지 못하고 카를 올려 D가 균형추와 벽체에 협착하여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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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인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 A와 주식회
사 B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A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정 정도의 조도유지의무(제8조)와 기
계의 검사와 관련하여 위험 우려 시 운전정지의무(제92조 제1항)를 위반하였
다는 것이며, 주식회사 B에 대한 기소는 A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양벌죄 규
정에 따른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조도유지의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와 제24조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상
세하게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주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적어도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
후 승강로의 조도는 25럭스였다는 것이다.
법원은 승강기의 점검업무가 운전을 하면서 그 상태를 체크하는 것으로
보아 위의 운전정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은 사업장 조도유지의
무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법원은 B가 사업장의 조도유지의무의 주체가 되
지 않는다고 보아 이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법원이 B가 의무주체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점검의
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C이고, 수급인인 B는 대행계약에 따른 일시
적 점검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도급인인 C의 공장시설 일부인 승강로에 조
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통
해 보면, 이 사건 법원은 사고가 난 승강로가 B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안전점검의 관리주
체가 이 승강기를 공장 내에서 화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C회사인 것은 분
명하다. 그러나 서두에서 본 바와 같이 동법은 승강기 유지관리주체가 정기
안전점검의무를 승강기 관리유지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과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주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을 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C회사가 B에게 안전점검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위법
한 것이 아니라, 동법상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허용되는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법원이 판단한 대로 안전점검의 관리주체
가 C회사인 것이 바로 승강로에 대한 조도유지의무의 주체가 C회사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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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제24조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만약 C회
사가 승강로에 대한 조도유지의무의 주체라고 한다면, C회사는 대행계약을
통해 외주화하여 승강로에서 작업하는 자신의 근로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
하고 조도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사업주가 자신과 종속관계
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갖게 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법원 해석의 불합리성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발생한
다. 만약 승강기 안전점검의 관리주체인 것을 이유로 승강로와 관련된 산업
안전보건법상 사업장 조도유지의무가 이 관리주체에게 있다고 하면, 대행계
약을 맺은 모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승
강로와 관련된 안전조치의무가 없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대단히 불합리하다.
달리 말하면 법원의 해석은 안전점검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허용한 입법취지
가 해당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면제해준다고
보는 것으로 연결되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법원 판단의 근저에는 법조문의 해석상 승
강로가 대행계약으로 승강기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행계
약으로 안전점검업무를 맡은 B는 일시적 점검의무를 부과받은 것일 뿐이라
는 법원의 표현에서 그러한 생각의 단초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생각대로라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는 대행계약을 통한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를 자신의 상시적 업무로 하면서도 자신의 근로자들이 ‘상시 작업하는 장소’
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미 대법원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상시(常時)’의 의미를 ‘상
태(常態)’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 승강기 유지관리업에서 작업하
는 ‘상태’는 대행계약을 통해 타 회사의 승강기를 안전점검하는 것이다. 따
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에서 ‘상시 작업하는 장소’는 비록 대행계약이 짧은
기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행계약을 맺은 상대방 회사의 승강로가 될

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
도364 판결.

사회보장, 노동시장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B회사는 C회사와의 1년간의 대행계약을 통해 승
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이므로 C주식회사의 승강로는 B회사 근
로자들이 상태적 의미에서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원은 승강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권한이나 의무가 B
회사에 없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조도유지의무는 사업
장에 영구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B회사는 임시적인 조명장치를 마련하여 작업 수행 중 이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러한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면, C
회사에게 대행계약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게 하든가 혹은 다른 대안을 요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회사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에서 자유
로운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C회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사업주
의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안이 법
률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해당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전문분야 공사 전체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제29조 제1항 2호)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제29조 제1항 1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
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했던 ‘승강로’가 같은 장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것이 전부도급인지, 일부도급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의 이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2)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전체를 도급을 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의 일부로 인정되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조도 유지를 안전조치로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
나 승강기의 점검․수리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로 조도유지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산업안전보건기준 제162조 참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도급
사업주인 C회사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정으로 산업
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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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강로 등의 사업장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권한
이 있으며, 원래 승강기 관리유지의 주체인 도급사업주에게 아무런 안전상
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전면개정되어 2020.

1. 16. 시행을 앞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는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제63조), 현행 법과 같은 제한이
없다. 이러한 제한이 없어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의무를 산업안
전보건기준에서 열거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 도급사업주의 의무로서 승강로의 조도유지의무나
수급사업주에 대한 협조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적용되
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열거적으로 나열하
는 방식 자체가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
심재진(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보장, 노동시장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선고 2019구합61304 판결 -

【결정요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이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
원 또는 준공무원은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
분을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인데, 정년퇴직이란 일정한 자의 나이가 법에
따라 정해진 정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로 당연히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
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자가 공무
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를 공무원연금
법상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2018. 2. 28.자로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원(약 40
년 근무, 당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의 배구부의 전국
소년체전 도대표 선발전 전지훈련을 인솔하기 위해 출장(출장기간은 2018.

2. 26.부터 2. 28.까지)을 하였다가 정년퇴직일 당일 오후 돌아오던 중 교통사
고로 사망하였는데, 유족(원고)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유족보상금
을 청구하였다가 거부된 것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졌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
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인데,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으로 그 액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하고 있었고(동법 제61조 제1항, 제2항), 2018. 3. 20. 제정되어 시행
된 ｢공무원재해보상법｣(법률 제15522호, 2018.3.20. 제정)에서는1) 공무원 전
1) 종래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와 관련된 모든 급
여 등을 ｢공무원연금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 등은 별도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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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하고 있다(동법 제37조 제2항).
공무원연금공단(피고)은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상 망인의 정년퇴직 효과는
정년퇴직일이 된 2018. 2. 28. 영시(00:00)를 기점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망인
의 사고 및 사망 시점에서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상 순직’이 아
니라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망인의 유족은, 정년퇴직의 효과는 2018. 2. 28. 영시가 아니라
｢민법｣(이하, 민법) 제159조에2) 따라 2018. 2. 28. 24:00에 발생하므로 망인의
사고 및 사망이 공무원 신분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던 도중 발
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설사 2018. 2. 28. 영시에 퇴직한 것으로 보더라
도 퇴직일 당일에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공무원이 퇴직일 이후
공무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일 이후라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
되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또한 출장 종료시점까지 정년이 몇 시간 연
장된다고 보더라도 정년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
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법원은, 교육공무원 관련 법령에서 ‘임용’에는 신규채
용뿐만 아니라 면직이 포함되고 임용의 효과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하는바 면직의 경우에는 면직 일자에 효
과가 발생하므로 그 시점은 영시라는 점,3) 민법 제159조의 기간만료의 규정
이 임용의 효과를 좌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정해진 일시에
상실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그 이후의 어느 시점까지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하게 되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면 공무원의 임용시기에 관하여 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
용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과가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용 중 면직의 경우(동령 제2조 제1호 참조)에는 면
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그날 영시(00:00)
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사회보장, 노동시장

있는 재량이 피고에게는 없다는 점, 공무원 신분 법정주의 등을 토대로 망인
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은, 망인의 퇴직 당일의 업
무는 공무원 신분 상실 이후의 업무이므로 망인의 사고 및 사망이 퇴직 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또한 망인은 학생들과 같은 차량을 타지 않
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별도로 복귀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도 아니라고 보았다.
우선 사안에서, 초등학교 배구부의 전지훈련 인솔이라는 망인의 출장업무
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공무(公務)냐 사무(事務)냐라는 점은 망인을 기준
으로 보느냐 행정청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망인이
복귀하던 시점에서는 자신의 차량으로 별도로 복귀하던 중이었지만 전지훈
련 인솔이라는 업무 수행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아니기에 망인의 사고 및
사망이 그 시점을 기준으로는 공무 수행 중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
적인 일련의 연속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공무수행성을 전면적
으로 부정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 있고 충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망인의 공무수행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망인의 신분에 관한 명확한 확인이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망인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첫째, 민법 제159조는 기간의 만료에 관한 규정인데 이 규정
은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만료시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
하는 규정이므로 임용의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 둘
째, 사적 자치의 원리를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관계와는 달리 공무원관계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므로 양자는 법률관계의 발생･변경･
소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셋째, 공무원의 신분에는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법령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넷째, 공무원연금공단은 어떤 노무제공자에 대해 공무원 신분 부여 혹은
박탈의 권한이 없다는 점, 다섯째,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지만 과거
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어떤 결격사유 때문에 소급적으로 당연퇴직되는 공
무원이 재직 중 수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뢰 보호의 원칙상 국민과의 관
계에서 인정하기 위해 등장한 ‘사실상 공무원’(de facto Beamten) 이론은 대
상판결의 사안에서와 같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을 장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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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년퇴직일 당일 영시를 기점으로 망인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기 때문
에 그 이후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원고가 안타까워 보이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하면 안 되
는 것은 원고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 등을 지급받는 것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망인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
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은 퇴직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동
법 제54조).
노호창(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교수)

사회보장, 노동시장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6191 판결 -

【결정요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
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망인 A는 B택시회사의 운전기사로 1일 2교대 12시간씩 운전을 하였다. 망
인은 2018. 3. 22. 10시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앞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
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그후 2018. 3.

25. 06시경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은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D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므로 근로복지공
단(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은 망인이 어떤 이유로 도로를 횡단하였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본 사고는 망인의 택시운행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라기보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적 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 D는 망인이 C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
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지급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망인이 무슨 이유로 C시장으로 들어간 후 돌아오며 무단횡단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먼저 대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결례
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즉,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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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
고 2002두13055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168 판결 등).
이를 바탕으로 서울행정법원은 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망인이 시장
에서 물건을 사서 오지 않았으며, ② 지리적 여건상 C시장 화장실 외의 화장
실을 다녀올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 등을 간접사실로 하여, 택시운행을 중단
한 후 사고를 당할 때까지의 시간을 보면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추론하는 것
이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판시한다.
그리고 버스기사가 도로변에 무단주차된 탑차에 시야가 가려 망인을 볼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에 이른다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사
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
지공단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본 판결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이
판시의 주된 논거로 내세운 간접사실에 의거한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서, 본
사안과 같이 명백하게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간
접사실에 근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을 하여
사실을 확정한다. 이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
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증명이 있는 것
으로 보기 때문이다.
간접사실에 의거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다른 최근의 사례를 찾아보
면, 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게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사안으로서,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
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
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
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
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사회보장, 노동시장

이렇듯 법원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소
극적인 면을 탈피하여 경험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상황을 유추하여 적극적
으로 재해 보상을 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인 “근로자의 업무
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에 부합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
운 것은 대법원의 설시대로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업무기인성’을 언급함으
로써 여전히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구법에 따라 업무수행성과 업
무기인성 이분론에 메여 있는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현행 법률이 제5조
제1호 정의규정에서 ‘업무상의 사유’라는 하나의 근거를 규정한 이상 업무수
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논란이 많은 근거는 지양하는 것이 옳다.
두 번째 관점으로 살펴볼 것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간단히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판시한다.
그러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범위를 행정범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범에 국한하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국민건강보험
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위 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보면,1) 위 조항은 보
험가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를 법제화한 것으로써,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는 “사회보험공동체에 위해성이 있는, 보험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비추어 비난가능한 행위인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정법의 규정인 행정범죄를 급여 제한과 같은 ｢사회보
장법｣상의 제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조문에 대한 지나친 확장해석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해서 설시하였다면 좋았을 듯하다.
양승엽(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11판), 박영사, 2016, pp.2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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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의 요건을 정한 ｢산재보험법｣ 제51조가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31 결정 -

【결정요지】
[1]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의 사이
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초 상병과 의학

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점,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상병의 치유 시와 달리 그 증상이 재
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경우를 의미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
으로서는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산재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1
조 제1항]으로부터 재요양의 요건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이
하,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위임조항이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
항(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에서 이미 재요양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법 제37조 이하에서 재요양과 법적 성격이 다르지
않은 요양급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위임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

한 치료만으로 재요양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결정의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중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어 요양승인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종료 후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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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고로 인하여 디스크 돌출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
공단에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의 상병은 치
료가 종료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계속하던 중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
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1)에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5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
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를 받을 수 있
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및 제

2항을 ‘재요양 요건조항’이라고 함). 이 재요양 요건조항에서는 “재발”, “치
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라고 하는 추상적인 용어
만으로 그 요건이 기술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모두 대통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이 결정의 신청인은 재요양 요건조항이 명
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요양 요건조항은 경미
한 호전이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이하, 헌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인간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
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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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의 세 가지 쟁점에 관한 이 사건 결정의 판단에 관해서 각
각 살펴본다.
먼저 명확성원칙의 위반에 관한 판단이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
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
으로서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적용
을 배제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의 문언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이 원칙을 충족하는지의 판단
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의 정도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
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립하고 있다.2) 즉, 어떠한 규정이 부
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수익적 성격을 갖는 규정은 그 명확성의
정도가 완화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판단기준으로 인하여 종래 헌
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한 결정은 모두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조항에 관한 것, 특히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가 다투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 다수에 이르고, 수익적 성격을 갖는 규정에
관해서 명확성원칙 위반이 긍정된 결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결정도
역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결정은 이 판단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즉,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의 사이에 의
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당초 상병과 의학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당초 상병에 기인한 상병을 구체적으로 예시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요건의 의미는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 해
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법관의
자의적 법 해석과 적용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재 2004. 7. 15. 2002헌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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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헌법 제75조
는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
함으로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입법 위임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과 입법권의 위임은 반드시 한
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확립하고 있다. 두 요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위임입법의 구체성․명확성 원칙이다. 여기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
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
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이 원칙
의 위배 위부에 관한 판단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
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
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확성이나 구체성의 수준을 높게 설정하
고 있지 않다. 특히 후자에 관해서 수익적 급부행정영역 또는 다양한 사실관
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보다 완화된다고 하여, 위의 요건을 한층 더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판단기준으로 인하여 종래 헌법재판소가 포괄위
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한 결정은 모두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조항에
관한 것이고, 순수하게 수익적 성격을 갖는 규정에 대해서 명확성원칙 위반
이 긍정된 결정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사회보장 관련 법률조항이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결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
은 심사대상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는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지
급 정지 요건 및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조항이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결정3)에서 “임금후불적 성격이 강한 기여
금 부분에 관해서는 재산권적 보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입법 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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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가 보다 좁다”고 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한 ｢고용보험법｣
의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결정에서는 이 법률조
항이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따라서 행정적 제재의 대상․사유 및
내용뿐만 아니라 제재 기간이나 금액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의 범위까지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4) 이와 같은 헌법재
판소의 입장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보았을 때 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의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정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을 보았을 때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의 근거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는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의 요건조항에서 이
미 재요양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재요양의
법적 성질은 요양급여의 법적 성질과 다르지 않고 재요양의 요건도 요양 종
결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급여의 요건과 다를 바
가 없는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이하에서 요양급여의 요건, 급여의 내용과 범
위 및 절차 등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에서
볼 때 산재보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내
용은, 재요양의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거나 그 신청 및 지급절차 등과 관련
하여 요양급여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규정하는 한편,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결정의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이 사건
결정은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선례를 인용하고 있다. 즉, 산재보험수
3) 헌재 2005. 10. 27. 2004헌가20; 헌재 2005. 12. 22. 2004헌가24; 헌재 2010. 7. 29. 2008헌가
15; 헌재 2010. 7. 29. 2009헌가4.
4)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 헌재 2016. 3. 31. 2014헌가2 등.

사회보장, 노동시장

급권은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영역에 있는 것
이고,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 보호에 관
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
반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단기준은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매우 넓
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이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사건
결정은 이 사건 재요양 요건조항의 목적을 신체 일부의 절단과 같이 본질적
으로 완치될 수 없거나, 당대 의학기술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재
요양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무의미한 치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재
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하여, “적극적인 치
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51
조 제1항의 제한요건이 추구하는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이와 같은 제한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피재 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재해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즉 산재보험법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
어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해 노동능
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산재보험법 제5
조 제5호, 제57조 제1항),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77조)는 점을 들면
서 위의 제한요건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보강하는 논증을 하고 있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산재보험법상 급여나 관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
람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한요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재 근로자는 여
전히 의료상의 최소한의 보호를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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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노동판례리뷰 2019 목록(주제별)
대주제

대상판례

필자

발간
연월

발행처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김 린 201905 노동리뷰 2019년 6월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361 판결

양승엽 201906 노동법학 제70호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권오상 201909 노동리뷰 2019년 9월호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양승엽 201909 노동법학 제71호

노동법의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적용
광주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233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61957 판결

심재진 201908 노동리뷰 2019년 8월호
노호창 201909 노동법학 제71호
문무기 201911 노동리뷰 2019년 11월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26959 판결 노상헌 201901 노동리뷰 2019년 1월호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김기선 201906 노동리뷰 2019년 6월호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노상헌 201906 노동리뷰 2019년 6월호

근로조건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결정규범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두60207 판결

양승엽 201906 노동리뷰 2019년 6월호
도재형 201912 노동리뷰 2019년 12월호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319922 판결

남궁준 201912 노동법학 제72호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심재진 201902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양승엽 201906 노동법학 제70호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39538,
2016다39545(병합) 판결

오세웅 201903 노동리뷰 2019년 3월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

김근주 201907 노동리뷰 2019년 7월호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37167, 2016다37174(병합) 김홍영 201907 노동리뷰 2019년 7월호
판결

근로조건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7135 판결

방강수 201909 노동리뷰 2019년 9월호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노호창 201910 노동리뷰 2019년 10월호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30893 판결

방강수 201912 노동법학 제72호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방강수 201912 노동리뷰 2019년 12월호

서울고등법원 2018.11.14. 선고 2017나20422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구미영 201904 노동리뷰 2019년 4월호

서울고등법원 2018. 12. 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권오성 201902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김근주 201906 노동리뷰 2019년 6월호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81769 판결

김근주 201912 노동리뷰 2019년 12월호

부산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나18 판결

김홍영 201909 노동리뷰 2019년 9월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50880 판결

노호창 201903 노동법학 제69호

대구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구합25044 판결

권오상 201912 노동법학 제72호

부 록

대주제

대상판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8349 판결
인사이동,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징계, 근로 2017다219089(병합), 2017다219096(병합),
관계의 2017다219102(병합), 2017다219119(병합),
변동 2017다219126(병합), 2017다219133(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선고 2018나2043041 판결

필자

발간
연월

발행처

박은정 201903 노동리뷰 2019년 3월호
김기선 201910 노동리뷰 2019년 10월호
김기선 201908 노동리뷰 2019년 8월호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강선희 201901 노동리뷰 2019년 1월호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양승엽 201903 노동법학 제69호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1162 판결

양승엽 201908 노동리뷰 2019년 8월호

서울고등법원 2019. 7. 8. 선고 2019라20390 결정
근로관계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 종료
인천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합53534 판결

양승엽 201912 노동법학 제72호
노호창 201903 노동법학 제69호
김 린 201905 노동리뷰 2019년 5월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가합558755
판결

양승광 201912 노동법학 제72호

서울행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구합7747 판결

김기선 201911 노동리뷰 2019년 11월호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김기선 201904 노동리뷰 2019년 4월호

노동조합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김홍영 201909 노동법학 제71호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양승엽 201906 노동법학 제70호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1226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2748 판결

김근주 201902 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쟁의행위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노상헌 201906 노동법학 제70호
노호창 201906 노동법학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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