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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김 근 주*
1)

지난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이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였고, 이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ILO 핵심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에도 포함되었다.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사항을 규정한 규범이다. 핵심협약은 1998년 기본원칙 선언에서 열거한 결사
의 자유(제87호, 98호), 강제노동금지(제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 182호), 차별금지
(제100호, 111호)로 총 4개 분야, 8개 협약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기본협약 8개 중 4개(제
138호, 182호, 100호, 111호)를 비준하고 4개(제87호, 98호, 29호, 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표 1> 2017년 10월 현재 핵심협약 비준 현황(187개 회원국)
협 약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금지

균등대우

아동노동금지

연도

비준

비준국

제8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

Ⅹ

154

*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1949

Ⅹ

165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1930

Ⅹ

178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

1957

Ⅹ

175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

1951

○

173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1958

○

175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

1973

○

170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999

○

181

주 : * 우즈베키스탄은 비준 후 2017년 12월 12일 발효 예정.
** 캐나다는 비준 후 2018년 6월 14일 발효 예정.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은 노동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 규율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모든
ILO 회원국은 비준에 대한 사실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ILO는 미비준 회원국에 대해
서 비준 전망 및 미비준 사유를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에 관해서는 비준
유무에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회원국 정부에 ‘권고’를 할 수 있도록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keunju@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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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협약 비준은 ‘보편적 노동권’의 기본적 보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맥락상
‘헌법상 노동3권’의 실천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당연하게 인식되는 권리조차도
‘권위주의적 사고’와 ‘경제성장 지상주의’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온 현재의 집단적
노사관계법령과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도 핵심협약의 비준을 약
속한 바 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현재 노동계를 중심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비준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밝힌 바 있어서 정부 역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할 것
으로 예상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
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주요한 쟁점으로 ① 비준에 필요한 법개정 사항(범위), ② 비준 시기, ③
비준 방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내용과 절차, 시기 등 종합적으로 걸쳐 있지
만,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LO 핵심협약에 위반되는 노동관계제도로 거론되
는 것들은 공공부문의 단결권 범위, 기업별노조 중심 체계에서 비롯된 실업자, 해고자의 노동
조합 가입문제와 설립신고제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파업에 대한
처벌 및 기타 통제와 형벌 위주의 법제도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에 퍼져 있다. 또한 비군사적 대체복무와 강제노동 문제 등 노동규율 영역 밖에 자리잡고 있는
제도들 역시 핵심협약 위반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제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비준 - 후입법’이라는 방식, 즉 비준을 통한 향후 입법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내 노동법의 전반적인 체계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선입법후비준’의 방식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
러한 연장선에서 정부 주도의 입법 개정안 마련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노사정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수단
이므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는 노동관계법령의 개정과 발걸음을 맞추어 갈 필요가 있다.
다만 ILO 협약 관련 전문인력과 연구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국내법령의 협약 정합성
판단에서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감대조차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ILO 핵심협약에 저
촉되는 모든 법령을 개정하고 비준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준을 하지 말자고 하
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 정부가 ILO로부터 지속적으로 권고받아 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노동권 제약 정도가 심대하고 상징적인 제도들에 대한 우선적 법개정을 추진하고 비
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ILO 핵심협약은 단순히 비준함으로써 모든 논의가 끝나는 것
이 아니라, 향후 그 이행과 준수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기 때문에 노동권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준에 필요한 법개정의 범위를 한정하고, 이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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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로드맵을 작성하여 협약 비준 후 준수 및 이행단계에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호의 특집 원고들은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에 관
한 핵심협약을 둘러싼 쟁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특집 원고를 계기로 ILO 핵심협약의 내용
과 이에 관한 국내 쟁점들을 확인함으로써 과거 추상적으로 논의되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현실의 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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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LO 핵심협약 비준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비준과
당면과제
윤 애 림*
1)

Ⅰ. 들어가며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ILO는 UN 산하기구 중 당시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제기구였다. 한국은 1982년부터 공식 옵저버 자격으로 ILO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1991년 9월 19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국
무회의의 ILO 헌장 수락안 의결(1991. 10. 9), 국회의 동의(1991. 11. 20)를 거쳐 1991년 12월 9일
IL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정부는 ILO 가입 이유를 “국제적 외교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노사관계
법, 근로조건 등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들었다(노동부, 1992). 그런데 당시에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
하지 않는 노사관계법이 쟁점이 되었고, 특히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정부는 ILO에 가입하더라도 협약의 비준 여부는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가
입과 협약의 비준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991. 12. 9). 특히 핵심적 쟁점사항인
복수노조 허용,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제3자 개입금지 폐지 등과 관련한 3개 협약(제87호, 98
호, 151호)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저촉되는 점을 들어 비준을 유보할 방침이었다(경향신문 1991.
12. 10).
경총은 1991년 7월 12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ILO 가입 및 노동법 개정관련 대책’을 협의하였
는데, 이 자리에서 ILO 가입 시 협약 비준문제는 국내 노사관계법과 비교하여 ILO 수준에 도달
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한국경영자총협회, 1991:
151). 한국노총 역시 “현 국내외 노동현실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상기 ILO 협약 제87호 및
*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aelim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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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호의 비준은 ILO 가입 후에도 상당간 유보되어야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한국노
동조합총연맹, 1992: 826).
반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업종별노동조합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1991년 10
월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 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ILO 공대위)’를 결
성하고, 국제적 노동기준에 입각한 국내 노동법의 정비를 요구하였다. 특히 복수노조 금지, 공
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제3자 개입금지,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 공익사업 직권중
재 조항 등의 삭제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7). 그리고 1992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침해를 진정하였다.
한국의 ILO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 비준과 이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법의 개정 문제는
한국의 ILO 가입 이후 26여 년이 흐르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이다.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로 진정된 15개 사건에 대해 수십 차례의 권고를
해 왔다.1)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기존의 사건 외에 비정규직의 결사의 자유 침해 사건이 추
가되어 거의 매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가 나오고 있다.
이 글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문제를 주요 쟁점
중심으로 살펴본다. 주지하다시피 ｢
노동의 권리 및 근본적 원칙들에 관한 1998년 ILO 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1998년 ILO 선언’)은 ILO의 기
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의 보장, 차별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금지 등
은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ILO 회원국 일반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ILO 가입 이후 26년간 지연되고 있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문제와 상관없이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서 결사의 자유 등 ILO 기본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ILO 감독기구의 권
고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정부
에 제시한 권고들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노동관계법․제도가 어떠한 지점
에서 상충되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 2017년 10월 현재 종결 사건 9개, 후속점검 사건 2개, 현재 심의 중인 사건 4개.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1110:0::NO:11110:P11110_COUNTRY_ID:103123
(검색일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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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결사의 자유와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

1.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는 국제인권법으로 제도화된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ILO 헌장은 전문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
로 천명하였다. ILO 헌장의 부속서인 필라델피아 선언(1944 Declaration of Philadelphia)은 “표현
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에 필수적”이며, 결사의 자유가 “ILO가 기초하고 있는
근본적 원칙들의 하나”임을 확인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 국제인권규범인 ｢
세계인권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역
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확인하고 있다.2) 한국이 비
준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2조3)와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8조4) 역시 결사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확인
2) Article 23(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강조는 필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3) Article 22
1. Everyone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강조는 필자)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
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4) Article 8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a) The right of everyone to form trade unions and join the trade union of his choice,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is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b)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establish national federations or confederations and the right of
the latter to form or join international trade-union organizations;
(c)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function freely subject to no limita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d) The right to strike, provided that it is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e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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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1998년 ILO 선언이 결사의 자유 보장을 모든 ILO 회원국의 의무로 확인한 것은 결사의 자유
가 가지는 이러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선언은 “모든 회원국은
설령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더라도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이라는 바로 그 사실로부터 기본
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신의에 따라 헌장에 부합하도록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5)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실효적 승인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들에 속한다.
결사의 자유에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중 핵심적인 것이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948, No.87, 이하
‘제87호 협약’)과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98, 이하 ‘제98호 협약’)이다.

2.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사의 자유는 ILO 헌장에 의거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ILO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6) 그 중 하나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대한
진정(complaint) 절차이다.

country.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
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
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
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
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5) “all Members, even if they have not ratified the Conventions in question, have an obligation arising
from the very fact of membership in the Organization, to respect, to promote and to realize, in
good faith an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s concerning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are the subject of those Conventions, namely: (a)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6) Beaudonnet ed.(2010), International Labour Law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the ILO,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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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회원국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들
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 감시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ILO와 유엔 간 합의에
따라 1951년 ILO 이사회(Governing Body)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결사의
자유는 ILO 헌장에 의거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사건에 대하여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결사의 자유 침해에 관한 진정은 공식적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데, 이는
정부가 해당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이 결사의 자
유 원칙을 준수할 수범자가 된다.7) 또한 해당 국가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 여
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결․결정을 분석하는 것도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소
관사항이 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개별 사건들을 검토한 결과를 ILO 이사회에 보고하며,
현재까지 ILO 이사회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를 수정 없이 승인해 왔다(Beaudonnet(ed.),
2010: 78). 개별 진정사건들을 검토하면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들의 각
규정들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며 일반적 해석 원칙들을 정립해 왔다. 즉,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판정례들은 실질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의 ‘판례 법리’(international common law)
에 해당한다.8)
물론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견해나 권고가 해당 국가를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협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ILO 협약에 관한 최종적(definitive) 해
석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소관 사항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포함한 ILO 감독기구의 임무는 해당 회원국이 국제노동기준을 충실
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ILO 감독기구는 사
실상 국제노동기준을 해석하는 역할을 해왔다.9) ILO 회원국이 해당 국제노동협약에 관한 해석
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상반된 해석이 있지 않는 한, 결사의 자유 위
원회를 비롯한 ILO 감독기구의 견해는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

7)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 적용되고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 기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
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Case 195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13차 보고서, 300항 참고).
8) Beaudonnet(ed.)(2010: 79).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축적한 일반적 해석 원칙들은 결사의 자유 판정요
지집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으로 발간된다.
2006년 발간된 제5차 개정판이 가장 최근 판이다.
9) 국내 제정법과 법원의 관계 역시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 많은 국가에서 법원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고유한 해석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제기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법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0) ILO(1990),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77th Session, Report Ⅲ(1A), Geneva, para.7.

13

2017년 11월호

3. 결사의 자유와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
다음의 <표 1>은 1992년 이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된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사건 중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결론 및 권고가 나온 사건들의 개요이다. 현재 2개의 사건(1865
호 사건, 3047호 사건)이 후속점검(Follow-up) 중이며, 2016년 새롭게 진정이 이루어진 4개의
사건11)이 계류(Active) 중이다.
<표 1> 한국의 사건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
사건번호
최초진정일

진정요지

3138

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관련

2015. 6

행정지침

3047

삼성전자서비스 하청노동자 결사의

2013. 12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요지

∙교섭 당사자간 자율에 맡겨두어야 할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의 자제

∙단체협약 관련 지침은 노사정협의의 결과물이어야 함
∙원청 등과의 단체교섭 촉진
∙노조탈퇴 협박, 계약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시정

∙공공기관 경영평가․예산가이드라인 실행 전 노조와
사전협의/정부의 각종 조치가 노조운동에 미친 영향조사,

2829
2011. 2

공공기관 단체협약 시정명령

적절한 구제조치 실시

화물운송특수고용 결사의 자유

∙단체협약 일방해지 이전에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실행

침해/법외노조 통보 위협

∙업무방해죄 개정
∙공공부문에서 자율적 성실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실행/‘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한

2707
2009. 4
2620
2007. 12

대학교수의 결사의 자유 침해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강제 추방

∙대학교수의 결사의 자유 부정하는 관련 법규정 폐지
∙교수노조 설립신고 수리
∙이주노조 설립신고 수리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추방 중단
∙특수고용 결사의 자유 보장

2602

사내하청/특수고용 결사의 자유 침해

2007. 10

쟁의행위에 업무방해죄 적용

∙원청 등과의 단체교섭 촉진
∙노조탈퇴 협박, 계약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시정

∙업무방해죄 개정
2569
2007. 5

교원의 결사의 자유 침해

∙교원의 쟁의행위․정치활동금지 규정 폐지

교원평가정책에 관해 전교조와의 교섭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처분(감봉 등) 원상회복
거부

∙평화적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금지

11) Case No.3227(발레오전장 노조 파괴사건), Case No.3237(철도․화물연대 파업 탄압), Case No.3238
(박근혜 정권 노동시장구조 개악 추진과 민주노총 탄압), Case No.3262(세종호텔노조 탄압)

14

특집 :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 비준과 당면과제

<표 1>의 계속
사건번호
최초진정일

진정요지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요지

롯데호텔노조 단체교섭에 대한

2093

중재회부/기간제 신규채용을 통한

2000. 7

결사의 자유 제한/파업에 대한 공권력

∙파업 중 공권력 투입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비례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

투입/조합원에 대한 폭력 및 구속

∙노조법 §2 4호 라목 폐지/조합원 자격요건 노조가 결정
∙복수노조금지 폐지/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제3자 개입금지 폐지/업무방해죄 개정
국제노동기준과 충돌하는 노동관계법

1865

노조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1995. 12

공무원/교원 결사의 자유 침해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ILO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보장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금지 폐지
∙노동관계에 공권력 개입 자제
∙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자율로 결정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적용실태 보고
∙긴급조정제도의 제한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보상

복수노조금지

1629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금지

1992. 3

제3자 개입금지
전노협, 전교조에 대한 탄압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수배 중단
∙공무원 쟁의행위금지 규정 개정
∙결사의 자유 원칙 부합하는 노동관계법의 조속한 개정
∙박창수열사 의문사에 대한 독립적 수사

주 : ILO의 Country Profiles에서 필자가 정리(검색일 2017.10.30.)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1110:0::NO:11110:P11110_COUNTRY_ID:103123

다음에서는 Case No.1865 및 Case No.2602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과 정부․
법원의 행위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핵심내용들을 살펴본다. Case No.1865는 결
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 노동관계법의 제반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 역사상 두 번째로 장기간 다루어지고 있는 결사의 자유 침해사건으로서, 20여 년이 지
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여러 차
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12) Case No.2602는 한국의 사내하청노동자 및 특수고용 노동
자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ILO의 기본원칙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13)
1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04차 보고서(1996); 306차 보고서(1997); 307차 보고서(1997); 309차 보고서
(1998); 311차 보고서(1998); 320차 보고서(2000); 324차 보고서(2001); 327차 보고서(2002); 331차
보고서(2003); 335차 보고서(2004); 340차 보고서(2006); 346차 보고서(2007); 353차 보고서(2009);
363차 보고서(2012); 371차 보고서(2014); 382차 보고서(2017) 등.
13)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0차 보고서(2008); 355차 보고서(2009); 359차 보고서(2011); 363차 보고서
(2012); 374차 보고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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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LO 제87호․제98호 협약과 상충하는 주요 법제도

1.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은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2조 제4호 단서 각목 등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레미콘․덤프트럭 차주겸 기사, 화물트럭 차
주겸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운
수산업노동조합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2009. 1. 2. 자율시정명령 공문발송 이후
2009년에 3차례,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노동조합이 “차주의 노조가입 문제를 해
결”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
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노조, 운수노조 및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
정을 제기하였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정부는 레미콘․화물트럭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
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들을 인용하였다.14) 그러면서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을 보장하는 입법조치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
견표명｣
(2007. 10. 16)에 대하여,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법 혹은 경제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이러한 조치의 결과와
한계에 관해 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노동법을 도입할지 여부와 도입시
기, 그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만을 예외로 하여
14) 대법원 2000. 10. 6, 2000다30240; 대법원 2006. 5. 11, 2005다20910; 대법원 2006. 6. 30, 2004두
4888; 대법원 2006. 9. 8, 2003두3871 등. 그런데 정부 답변에 인용된 판결 중 2000다30240 판결은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다툼이 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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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농업노동
자나 대부분의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s), 혹은 자유직업종사자들의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하는 것이다.15) 결
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이 차주겸 기사인 특수고용운송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화물차 차주겸 기사와 같은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의 증진․방어를 위해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노동조합
을 통해 결사의 자유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
다.16)
한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행정관청의 법외노조 통보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전에 발급된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소급하여 노동조합을 무효화시키
는 것이 아니며, 노동조합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와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통보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 행정당국이 노조를 해산하거나 노조활동을 금지시키지도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0. 10. 7.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회신한 정부 답변에서는 정부의 시정
명령을 노조가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노조 설립신고증을 취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결국 근로
자인 다른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자
인 다른 조합원들은 노조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고, 근로자가 아닌 운송차주는 노조에서
탈퇴하여 자체적인 이익집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노조에 권고한다
고 밝힌 바 있다.17)
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의 지위와 보호가 박탈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노조의 설립신고 취소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서, 행정당국에 의한 노조의 권리
정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대한 극단적인 개입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법적
인정을 받은 노동조합의 등록(registration)을 금지하는 결정은 이 결정에 반하여 상소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상소 없이 만료되거나 상소에 따라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18)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

15) ILO(2006),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para.
254.
16)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차 보고서(2011) 370항 (b); 363차 보고서(2012) 467항 (e);
374차 보고서(2015) 31항 (e) 및 (f) 등 참조.
17)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차 보고서(2011) 346항.
18) ILO(2006),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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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자영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이라는 수단을 포함
하여 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에 따른 노조할 권리를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
원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조치도 전국건설노조와 전
국운수노조에 대해 취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게 내린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비롯하여 조합원들을 각 노조
가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그 어떤 조치도 삼가할 것을 요청하였다.19)

2. 원청의 사용자 책임 및 단체교섭 질서 형성에 불리한 조치
파견․사내하청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침해문제는 그동안 세 가지 사건에서 결
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첫째, 건설일용노동자를 조직한 지역건설노조가 원청을 상
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형법상 공갈․협박죄를 적용한 사건
이다.20) 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
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조합원들을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조할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활
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
결 및 단체교섭권을 최근에 행사하기 시작한 불안정하며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
각 중단시킬 것,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소․구금․투옥에 따른 고통 및 손
실에 대해 건설연맹 간부들에게 보상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원청업체가
갖는 지배적인 위치와 아울러 지역 및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면 원
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실현가능한 선택임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산업에
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301.
19)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차 보고서(2011) 370항 (c) 및 (d); 363차 보고서(2012) 467항
(e) 및 (f); 374차 보고서(2015) 31항 (e) 및 (f) 등 참조.
20) 건설산업연맹은 1999년부터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지원하에 건설현장 조직화 사업을 전개했다. 2000년부
터 지역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원청사와 단협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2003년 당시에는 300여개 현장에서
원청사와 단협을 체결했다. 2003년 9월 17일 대전지역건설노조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 9월 25일 천
안지역건설노조, 10월 경기도지역건설노조, 11월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조사와 간부 구속이 진행
되었다. 건설산업연맹이 2004년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원청과의
단협 체결에 대한 정당성이며, 다른 하나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한 단체협약 체결과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여 노조탄압을 하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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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할 것을 요청하였다.21)
두 번째 사건은 현대자동차, 기륭전자 등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사건이
다. 2007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등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부당노동행위, 특히 노동조합 설립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빈번한 해고,
△원청 사용자의 지속적 단체교섭 거부, △쟁의행위 시 업무방해죄의 적용과 해고, 구속, 과도
한 손해배상 청구, △원청 사용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 및 해고당한 노동자가 노조활동을 위해
원청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각종 가처분․명령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정하였다.
이에 대해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08년, 이 사건을 “ILO 이사회의 특별한 주목을 요청하는
심각하고 위급한 진정건”의 하나로 다루면서, 13개 항에 달하는 매우 포괄적 권고를 한 바 있
다.22) 먼저 위원회는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자신들의 자
주적인 선택에 따라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Digest, 2006: para.
255)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응하여 원청이 하도급업체와의 계
약 해지를 통해 반노조적 차별행위와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정부가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진정 내용이 확인된다면 최우선적 구제책
으로서 해고된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복직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
구하였다. 또한 만약 객관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복직이 가능하지 않다고 사
법부가 결정한다면, 그동안 조합원이 고통받은 모든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
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사용자에게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원청업체는 사내하청노동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업체 역시 자신이 사내하청노동자의 고용기간과 노동조건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서 교섭을 거부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사내하청노동자가 빠져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상황
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에 관해서 정부의 답변이 없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노동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회피하는 수단으
로 하도급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하청노동자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이들
의 생활․노동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1)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0차 보고서(2006); 346차 보고서(2007); 353차 보고서(2009) 등.
22) 이는 본 진정건이 결사의 자유 위반 관련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실조사 및 조정위
원회’ 조사 절차 제54항상의 개인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포함하는 문제들에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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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원회는 원청회사에 단체교섭 성사를 위해 노조 인정을 요구하는 목적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23) 이러한 파업 참여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심각한 고용상의 차별이며, 이는 ILO 제98호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이들 노동자들이 “제3자” 즉, 원청회사를 대상으로 단체행
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해고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들에 대한 임금손실 없는 원직복직 내
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반노조적 차별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제재를 사
용자에게 가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덧붙여 위원회는 향후 법원이 해고된 노조 간부들이 사업장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을 내릴 것을 요청받을 때, 노동자대표들이 사업장의 운영을 방해함이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의 행사를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하도급
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기제를 정부가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노조와
파견․하청노동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이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4)
세 번째 가장 최근에 제기된 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침해건이다. 금속노조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에 대해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노조탈퇴 위협, 노조 간부의 해고 등 “무노조” 정책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지회와의
단체교섭 거부 및 단체협약 불이행을 하며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진정을
2013년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기했다.
정부와 경총은 2017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37명의 하청업체노동자가 삼성전자서비
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기각하며 원고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묵시적인 고
용관계에 있다거나 파견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답변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정 노동관계가 한국 법에 따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
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노동관계가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누리는
데 장애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정규직이든, 기간제이
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이든 고용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Digest, 2006: para. 255), 정부가 이 사

23) ILO(2006),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paras
521, 535, 538.
24) Case No.2602,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0차 보고서(2008); 355차 보고서(2009); 359차 보고서(2011);
363차 보고서(2012); 374차 보고서(20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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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제기된 결사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장애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사단체와 협의하여 하
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단결권은 해당 조직의 조합원이나 지도부가 어떠한 폭력이나 억압, 협박으로
부터도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조가입 또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협박은 해당 노
동자의 고용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택에 의한 노조가입을 단념시킬 수 있고 따라서
단결권을 침해한다(Digest, 2006: paras. 44, 786).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위원회는 여전히 해결되
지 않은 협박, 탄압, 위협, 혹은 여타 형태의 노조탄압 관행에 관한 의혹이 남아있다면 정부가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과 해당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러한 심각한 노조탄압 행위가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
혔다.25)

3.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1996년부터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제1865호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2011년 추가로 개정 노동조합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등에 관해 진정하였다. 여기서 진정
인은 (i)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ii)
초기업단위에서 소수노조는 산별교섭에 참가할 수 없으며, (iii) 개정 노조법 교섭창구 단일화
에 관한 조항은 교섭대표에게 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 사용자측의 단협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노사관계 관련 모든 권리와 권한을 모두 위임하며 노조활동 보장은 이들에게 집중되
어 소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권,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부정되고, (iv) 교섭대표가 없는 노조 또는 교섭대표는 있으나 다수노조가 아닌 노조는 다른 노
조가 파업할 의지가 없을 경우 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수노조 지위를 지니고 교섭대표가
된 노조라 할지라도 파업권은 다른 노조 조합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만 파업할 수 있으며, (v)
노조법은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조건이 다른 노조 사이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제기
하였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가장 대표적인 노조가 배타적인 권리를 지니는 단체교섭제도와 한
사업장 내에서 복수의 노조가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양자 모두 결사
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노조에 대한 결정은 편파

25) Case No.3047,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1차 보고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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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남용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이며 사전에 결정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노조간 차별은 단체교섭, 당국과의 협의, 국제조직에의 파견대표의 임명 목적 등을 위해서만
일정정도의 우선권을 주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임하
는 제도하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노조가 없을 경우 단체교섭권은 해당 교섭단위 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자기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도록
(Digest, 2006: paras. 354, 950, 976) 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노동쟁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와 노동자조직은 필요하다면 보다 넓은 맥락에서 조합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위원회
는 정부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파업행위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고, 파업의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26)

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의 협소함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노동조합법은 제3조에서 민사면책에 대하여, 제4조는 형사면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
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에 한하여 민․형사상 면책을 부여하지만,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매
우 협소하게 해석함으로써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의 방법
에 의한 단순파업을 이유로 해서 조합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해 제기된 여러 사건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27)
즉,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파업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은 노동자들을
민․형사상 소송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파업 파괴를 목표로 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노동자와 그들의 노조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26)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63차 보고서(2012), 115~118항.
27) Case No.1865, 결사의 자유 위원회 304차 보고서(1996); 306차 보고서(1997); 307차 보고서(1997);
309차 보고서(1998); 311차 보고서(311); 320차 보고서(2000); 324차 보고서(2001); 327차 보고서
(2002); 331차 보고서(2003); 335차 보고서(2004); 340차 보고서(2006); 346차 보고서(2007); 353차
보고서(2009); 371차 보고서(2014); 382차 보고서(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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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편 위원회는 정부가 답변서에서 언급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 즉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파업만이 업무
방해죄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 3. 17, 2007도482)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평화적 파업에 대
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파업에 대한 제한을 업무․거래
방해와 연계시킬 경우 정당한 파업이 폭넓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위원회
는 설사 장기간의 사법절차 끝에 법원이 형법 314조 제1항을 좁게 해석하여 무죄 선고를 하더
라도 기소와 재판, 체포와 구금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가 형법 314조를 재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가 입
법조치 이전이라도 평화적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 파업
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
등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와 권리를 포기하도록(예를 들어, 부당해고 소송을 취하
한다든지, 하청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한다든지, 혹은 잔업거부를 취소한다
든지 등) 하기 위한 위협으로서, 업무방해 규정에 기반하여 터무니없는 액수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는 진정 내용에 대해 정부가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과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사
실로 밝혀질 경우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법원이 노사관
계의 맥락과 건설적인 노사관계 분위기 구축을 위한 필요성, 그리고 이들 손해배상소송 건들이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들을 단념하도록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본 진정 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28)

Ⅳ.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당면과제

새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내걸고 26년간 지연되어온 ILO 기본협약 비준도 국정과제로 제
시하면서 ILO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

28) 결사의 자유 위원회 382차 보고서(2012) 93항; 350차 보고서(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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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은 20세기 초부터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되어온 것으로서 관련 협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관련
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노조할 권리 및 단체교섭권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한국이 ILO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포함한 ILO 헌장과 필라델
피아 선언에 명시된 기본원칙을 수용하였으며, 한국 정부에게 결사의 자유 원칙을 지킬 궁극적
책임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왔다.29)
특히 앞에서 소개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여러 권고에서 나타나듯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입법적 조치 이외에도 정부와 법원이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선 노동조합법상 ‘근로
자’를 현재 특정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
서를 반려하거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통보를 하는 노동부의 행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
다. 이러한 노동부의 해석은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근로기준법과 달리 보면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대법원 판례30)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둘째, ILO는 한국 정부에 대한 다양한 권고에서 단체교섭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단
체교섭의 메커니즘을 개발․촉진할 것,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관
련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촉진․보장할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고, 오히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노사간 형성되고 있는 단체교섭 관행
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국건설노
조 및 공공운수노조에 내린 규약 시정명령이 단적인 예이다.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은 그 자체만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간 단체교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전국건설노조가 조합원 채용요구를 하며 단체교섭을 벌
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강요․공동협박 등의 범죄혐
의로 기소․구속하는 사건마저 벌어졌다.31)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활동가
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최근에 행사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29) 결사의 자유 위원회 359차 보고서(2011) 368항.
30) 대법원 2004. 2. 27, 2001두8568; 대법원 2014. 2. 13, 2011다78804; 대법원 2015. 1. 29, 2012두28247
등.
31) 이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는 윤애림(2016), ｢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
당성｣
, 민주법학 제62호 참조.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국건설노조와 국제건설목공노련이 ILO 결사의 자
유 위원회에 추가적 진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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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셋째, 그동안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사건을 다루면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다양한 차원
에서 벌어지는 반조합적 차별행위와 지배개입에 관해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금손실 없는 원직복직 및 해당 조합원․노동조합이 겪은 고통에 대
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충분한 제재를 통
한 재발방지를 주문하여 왔다. 동시에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
히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근
로감독 및 검찰의 수사․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렵게 부당노동행위가 인정
된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질적 제재 내지 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맺음말

한국 정부는 이미 1998년에 한국을 방문한 ILO 고위급 노사정 대표단에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약속하였고, 이는 1998년 3월 ILO 이사회에 보고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도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한․미 FTA,
한․EU FTA 체결 시에도 이를 공언한 바 있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계속 지체되자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개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2017. 5. 18)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하면서도 정부는 ILO 4개 협약 비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자, 유엔은 사회권 규약 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9. 11),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2차 회기 심의(2012. 10), 자유권 규약 4차 국가보고
서 심의(2015. 11), 사회권 규약 4차 국가보고서 심의(2017. 10) 등을 통해 결사의 자유 협약 비
준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올해 다시 한번 결사의 자유 협약 등의 임기 내 비준을 약속하였다. 기본적 인권
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내 법․제도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
가 있다면 협약 비준 이전이라도 정부와 법원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32)에 관한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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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동부(1992), 1992년판 노동백서 .
윤애림(2016), ｢
비정규직 단체교섭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의 부당성｣
, 민주법학 제62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997), 전노협 백서 .
한국경영자총협회(1991), 1991년 사업보고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92), 1991년도 사업보고 .
Beadonnet, Xavier(ed.)(2010), International Labour Law and Domestic Law: A training manual for
judges, lawyers and legal educators, Turin: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ILO(1990),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77th Session, Report Ⅲ(1A), Geneva.
(2006), Freedom of Association: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Fifth (revised) edition, Geneva.

32)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655;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1498; 이정미의원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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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
김 근 주**
1)

Ⅰ. 머리말

산업혁명 이후 ILO 설립 전인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에서조차 전근대적인 노동관습
속에서 형성된 노사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신을 구속하면서 노역에
종사시키는 폐습은 ILO 설립(1919년) 단계에서부터 노동존중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폐지
되어야 할 악습으로 인식되었다.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은 과거 ‘노예제도 반대’와 ‘식민지 국가의 해방’이
라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채택된 것으로, ILO의 관련 협약은 1930년에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
노동협약(제29호)[Forced Labour Convention, 1930(No.29)]과 1957년 총회에서 채택된 강제노동
폐지협약(제105호)[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No.105)]이 있다. 강제노동협약
(제29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1))에서 채택한 노예제(금
지)협약(Slavery Conventions2))을 ILO가 노동의 영역에서 확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강제노동폐
지협약(제105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과거 식민지 국가들의 해방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나
타난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되었다.

* 이 글의 ‘Ⅱ. 규범적 관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의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국제기준의 근로조건 규
율–ILO 협약을 중심으로 (2016)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수정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keunju@kli.re.kr).
1)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평화기구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승국과 초청된 중립국을
중심으로 한 42개국으로 발족한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맹국(일본, 이탈리아, 독일)의 국제평
화 침해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해체한 이후 국제연합(United Nations)으로 재탄생하
였다.
2) 노예제(금지)협약의 정식 명칭은 [1926년 노예제, 예속, 강제노동과 유사한 제도 및 관행에 관한 금지협약
(Slavery, Servitude, Forced Labour and Similar Institutions and Practices Convention of 1926)]으로,
강제노동에 관하여 ①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② 노예제와 유사한 조건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제5조)라는 점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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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들은 모든 인간이 인격권의 주체로서 ‘신체의 자유’를 보유한다
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이러한 내용은 ｢
헌법｣
에서 보장된 ‘신체의 자유’ 보장과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법제도들의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ILO 강제노동 문제는
민족 분단이라는 특수성에서 형성되어온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 등 노동 외
적 제도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므로,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한 비준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ILO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도록 한다.

Ⅱ. 규범적 관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

1. ILO 핵심협약의 의의
ILO 협약의 비준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양적․질적 측면 모두 다른 회원국들에 비하여 저조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3)’,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의를 보이지 못하는 것4)’, ‘한국 노동기준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지
표5)’ 등 비판을 하는 견해가 노동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관
련 법률들이 선진제도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계 및 정부를 중심으로 ‘단순히
비준의 개수만으로 판단하기는 무리’, ‘한국의 특수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6)’, ‘직무 및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가 부재한 실정에서 많은 ILO 기준들의 수용이 불가능7)’ 등의 견해들도 제시
된 바 있다.
국제노동기준의 적용 및 확산을 위한 ILO의 정책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① 기본협약
3) 조경배(2015), ｢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본 한국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실태｣
,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의 노동기본권과 ILO 협약 비준 확대방안 , 민주노총․한국노총 연합세미나 자료집, p.14.
4) 김선수 외(2016), ｢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본 한국의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 ILO 가입 25주
년․OECD 가입 20주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홍영표 의원 개회사, p.5.
5) 김선수(2016), ｢
고용노동부 임금․단체교섭 지도개입 행위의 위법성｣
,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지도개입 행
위의 위법성과 대책 , 한국노총, p.21.
6) 김태기(1993), ILO 가입과 노사관계의 변화방향 , 한국노동연구원, p.67.
7) 김선수 외(2016), ｢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본 한국의 노동기본권–결사의 자유를 중심으로｣
, ILO 가입 25주
년․OECD 가입 20주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 토론문,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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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협약)과 거버넌스협약에 대한 회원국의 채택 전략과 ② 회원국이 전문협약을 비준하기 위
한 간접적 지원의 확대로 구분된다. 기본협약은 1998년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과 권
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이하, 기본원칙 선언)
에서 열거한 4개 원칙과 관련된 8개 협약을 말한다. 즉 결사의 자유(제87호, 98호), 강제노동금
지(제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제138호, 182호), 차별금지(제100호, 111호)인 총 4개 분야, 8
개 협약을 말한다. 회원국은 ILO 가입과 동시에 헌장상의 원칙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러한 원칙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헌장상의 원칙 이행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998년 86차 총회에서는
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② 강제노동의 금지, ③ 아동노동의 철폐, ④ 고용과 직업의 측면에
서의 차별금지를 기본적 협약으로 채택하면서, 이러한 협약들이 ILO 헌장에서 언급한 기본원
칙들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들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비준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에 더하여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8) 우리나라는 기본협약 8개 중 4개(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제138호․182호 협약, 기회균등
과 관련한 제100호․111호 협약)를 비준하고 4개(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제87호․98호 협약, 강
제노동금지와 관련한 제29호․105호 협약)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1998년 노동기본원칙 선언에서는 8개 기본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존중하고 실현해야 할 기본
협약으로 정하면서 미비준 협약에 대한 비준 전망 및 미비준 이유를 연례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2016년 8월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제87호, 98호 협약에
관하여는 ‘공무원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조항 문제’, 제29호와 105호 협약 관련하여서는 ‘의무
군복무로 인한 사항’을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즉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당분간 4개 기본
협약에 관한 비준 계획이 없으며, 미비준에 관한 이유도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입장
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협약은 ILO 헌장 전문에서 천명된 기본원리와 부속서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확인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ILO 규범 중 핵심적 사항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흔히 기
본협약을 핵심협약(core conventions)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ILO 협약 비준 논의에서는
핵심협약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듯한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규율
이라는 점과 노동기본권과의 연계까지 생각한다면 핵심협약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본협약이라
는 표현이 좀 더 협약의 본질에 가까울 수 있다.9) 아무튼 ILO 차원에서는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하는 경우에 기본협약에 관한 비준에 대하여 공식․비공식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내용

8) ILO(2002),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Policy, p.3
9)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노동기본권과의 연계를 고려한 규범적 관점에서는 기본협약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그 외에는 핵심협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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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면, 기본협약은 통상 전문협약에서 나타나는 ‘재량 규정’과 ‘완화 규정’ 또는 ‘특수국
조항’ 등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예컨대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협의를 통한 예외
설정’, ‘회원국의 법령, 단체협약,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예외 조치’ 등이 전문협약에서 흔히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기본협약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10) 기본협약은 노동
권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 모든 ILO 회원국이 비준이라는 요식적 행위가 없더라도 이 네 가
지 기본원칙을 보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이 ILO의 입장이다.

2. ILO 핵심협약의 법원성(法源性)
미비준 핵심협약의 법원성(法源性)은 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져 왔다. 헌법재판소는 일
반적으로 조약의 효력 계위와 함께 그 법원성을 판단하는 사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
다.11) 1991년 ILO 가입 이후 미비준 ILO 협약의 법원성을 다툰 사건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미비준 핵심협약의 법원성을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
종국
일자

사건
번호

1993년
88헌마5
3월 11일

사건명

종국
결과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에 헌법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중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
관한 헌법소원
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불합치 사하는 노조법상 근로자｣

2003헌바50․62,
지방공무원법
2005년
2004헌바96,
제58조 제1항 등 합헌
10월 27일 2005헌바49(병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의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
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 중 ‘노동운동’, ‘공
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
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10) Xavier Beaudonnet(2010), International Labour Law and Domestic Law–A training manual for
judges, lawyers and legal educators,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ILO), p.17.
11) 조약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 조약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
는 헌법우위설에 따라 조약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
이 사건 조항((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4절, 제19절(a))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
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
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0.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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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종국
일자

사건
번호

사건명

종국
결과

판시사항

4.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근로3권이 제한되는 공무원과 그
렇지 아니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교원과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법률조항이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3헌바50․62,
2005년

2004헌바96,

10월 27일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6.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합헌
위헌소원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
극)

7. 위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법리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
극)

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노동
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한 경우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입법재량
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1.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 제1항이 포괄위임금

2010헌바

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가 필수유지업무

385․386․387․ 노동조합 및
2011년

388․389․390․ 노동관계조정법

12월 29일 391․392․393․ 제42조의 2 등
394․451․452․ 위헌소원
453․481

합헌

종사자들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2가 필수유지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쟁의권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자료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검색 후 재구성.

이 가운데 미비준 기본협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다. 이 결정에서는 청구인들
이 주장한 “이 사건 법률 제58조 제1항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세
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 국제기구들의 권고, 지침 등에 위반한 것”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
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
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현실적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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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우리 헌법의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통과 현실 및 국민의 법감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당연한 요청이다 … 청구인들이 드는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협약(결사
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은 우리
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 한편,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근로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2)

다수 의견에서는 기본협약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법원으로서 인용
되기 위해서는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ILO에서 결정하는 권고 및 보고 등에 관해
서는 그 자체로는 국내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13)
이러한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심사기관인 헌법재판소는 ILO 협약의 자기집
행적 기능을 부정하고 있으며, 기본협약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
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소수 의견에서는 ILO 협약의 내용이 ｢
헌법｣
상 원리에 대한 해석의 간접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 역시 기본협약의 자기집행적 기능은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
12)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중 다
수의견 마. 국제법규의 위반 여부에서 발췌.
13) 이후에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개념 및 규율대상의 차이점에 대한 법적해석
이 요구되자, 헌법재판소는 2009년 결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실상 노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직무의 성격이 이른바 현업(現業)기관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또는 근무기관의 성격과 당해 직무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왜 현업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만 근로3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수행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그러한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시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6헌마358 결정).
14) 다만 이 결정의 소수 의견에서는 기본협약의 내용과 그 역할 등을 고려하여 간접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편,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
약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관련 협약들 및 국제기구의 권고들은 비록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 없다거나 유보되었다든지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등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도로
추상화된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및 적용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한편,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들 중 공무원의 근로기본권과 관련된 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에 관
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및 제151호 협약(공공부문
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등은 군인, 경찰,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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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LO 강제노동금지의 법체계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노동은 금지되며, 근로의 강요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
인하면서 ① 의무 군복무, ②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는 공무, ③ 교도소 내 강제노동, ④ 비상시
의 강제노동, ⑤ 소규모 공동체에서 의무로 부과된 업무에 대해서만 강제노동의 예외로 인정하
고 있다(제2조 제2항). 한편 제105조 협약에서는 ① 정치적 의견 또는 정치․사회․경제제도에
대한 견해와 의견 표명, ② 경제발전을 위한 동원 노동, ③ 노동규율에 대한 수단, ④ 파업참가
에 대한 제재, ⑤ 인종․사회․민족․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ILO의 원칙들은 국내법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
헌법｣제12조 제1항은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15) ｢
헌법｣
상 강제노역은 주로 국가의 공권력
에 의한 노역을 말하지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
근로기준법｣제7조는 이러한 ｢
헌법｣
상 기본권을 근로관계를
통하여 구체화하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16) 이에 따르면 폭행, 협
박, 감금 등 ｢
형법｣
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기타 근로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일체의 수단들은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
근
로기준법｣
에서 정한 가장 중한 형벌(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리를 담당하는 고위직 공무원 또는 고도의 기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의 제한도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엄격한 한계 내에서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을 구체화한 국제인권규약인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또한 공무원의
근로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나 국제연합의 ‘경
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영역의 공무원들에게 근로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 조약, 권고들이 비록 비준한 바 없다거나 유보되었다
든지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등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도로 추상화된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 및 적용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존중하여 우리 헌법을 해석
하여 보더라도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부합될 수 없는 것이
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는 등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치고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인 근
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중 재판관 전효
숙,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에서 발췌․편집.
15) ｢
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16) ｢
근로기준법｣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약,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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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헌법상 강제노동금지

신체의 자유(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절차적 보장

(대 국가적 보장)

(대 국가적 보장)

제도적 보장
(근로기준법)

자료 : 헌법 조문을 근거로 필자 작성.

하고 있다.
그런데 ILO 강제노동협약들을 비준함에 있어서 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것들은 ｢
근로기
준법｣
과 같이 사용자와의 문제가 아닌 ① 병역의무와 관련한 대체복무제도, ② 징역형을 중심
으로 한 재소자 근로, ③ 파업참가자를 포함한 정치법․사상범에 관한 처벌 등 강제노동에 관
한 국가의 제도이다. 이에 관해서는 ｢
헌법｣제12조 제1항에서 “법률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하는 법률유보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하여 ILO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ILO의 취지가 우리 ｢
헌법｣
의 내재적 한계 또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제도 개선이 직접적인 노동권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권 향상’
이라는 대상이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강제노동금지협약(제29호)의 쟁점 : 병역과 교도작업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은 ILO 협약 중 최다 비준된 협약으로서 8개국(미국, 한국, 중국, 아프
가니스탄, 브루나이, 마샬군도, 팔라우, 트발루)만 미비준한 상태이다. ILO 제29호 협약은 ‘제재
의 위협에 의하여 강요되는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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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요내용
제1조 가능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사용을 금지하고, 과도기 동안에는 공익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조건에 따라 사용
제2조 ‘강제노동’이란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강요되는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단,

(a)
(b)
(c)
(d)
(e)

병역법에 의해 강요되는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노동
완전한 자치국가 국민의 통상적인 시민적 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노동
법원 판결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
재해 등 주민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노동
공동체 구성원이 부담하는 통상적 시민의무로서의 소규모 공동체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음

강제노동협약과 관련하여 주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제2조 (a)와 (c)인데,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의 제도 개선과 논의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대체복무제도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징병제(conscription)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
나 병역 자원 모두가 현역 자원인 군복무를 할 수 없으므로 비군사적 대체복무를 병행하고 있
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유형으로는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 예술․체육요원, 전
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
병역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17)
ILO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면서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으로 복무하는
등에 대해서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하의 병역의무라 하더라도 공공사업
이나 경제발전 목적의 노동력 동원 등 비군사적인 작업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비군사적 대체복무 기회부여는 강제노동의 예외에 해당한다. 외국
의 경우 이스라엘, 스위스, 대만 등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
다. 한편 ILO는 이집트와 터키가 군대 필요인원을 초과한 징집병을 공․사기업에 배치한 사례
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제29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07년 8월, 공익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에 대하여 “전적으
로 군사적 성격의 노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약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제29호 비준을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17) 이 외에도 특수한 의사, 변호사 등 자격증에 기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
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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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제2조 제1항의 대체복무 관련 규정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
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
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 3.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 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
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
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교도작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행형법’)에서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을 규
정하고 있다.
제65조(작업의 부과)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
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
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행형법상에 작업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작업을 수형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
며, 작업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국고 수입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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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작업, 청원작업으로 구분되며, 경영 방식에 따라 직영 방식,
노무 방식, 위탁 방식, 도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노무제공의 장소에 따라 구내작업과
구외작업으로 구분되며, 구외작업은 통근작업 및 외박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작업의
목적에 따라서 일반작업과 직업훈련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형법에서는 직업훈련작업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강요되는 노무가 공공기관의 감독과 관리하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① 법원의 유죄판결에 따라, ② 공공당국
의 감독․관리하에, ③ 사적인 개인․회사에 고용되거나 그 처분에 맡겨지지 않는 경우만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공공당국의 감독․관리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이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되거나 처분에 맡겨지는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강제노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소에 위탁 내지 도급된 작업을 통근 등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제29호 위반사례, 즉 개인이나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2007년 ILO 강제노동
일반조사에서 위탁․통근작업 및 민영교도소 작업이 제소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경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자유근로관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강제노동의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고 하
였다. 따라서 제29호의 비준을 위해서는 행형법상 교도작업의 수입 규정과 교도작업 현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강제노동철폐협약 : 파업과 형사처벌

제105호 협약은 제29호 협약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제
105호 협약은 전문에서 제29호 협약의 기준에 대해 언급하고, 총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강제노동이나 의무근로의 폐지에 관한 추가 제안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105호
협약에는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제29호 협약의 정의가 적용된다.
다만 제105호 협약은 제29호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나, 그 적용범위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특히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 소정의 적용제외사유는 그 규정에서 명시하는 바
와 같이 “제29호 협약의 목적을 위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
소정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05호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제105호 협약의 미비준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2개국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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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주요내용
제1조 다음의 수단으로서의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금지

⒜ 정치적 견해 또는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제도에 사상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제재, 정치적 강
압이나 교육의 수단

⒝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동원 및 사용 수단
⒞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1.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제재
ILO는 정치․사상적 견해를 표현할 자유, 시민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한 결사․집회
의 자유 등을 강제노동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다만 그 권리행사 과정에서 폭력
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선동한 자에 대한 강제노동 적용은 가능하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
국가보안법｣
이다. 1992년 UN인권이사회가 ｢
국가보
안법｣
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이래, 국제인권조약의 관점에서 ｢
국가보안법｣
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19) ｢
국가보안법｣제7조에서는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20) ｢
국가보안법｣
을 둘러싼 문제는 강제노동철폐협약 차원
을 넘어서 국내외적으로 그 존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하게 노동의 영역에서도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
국가공무원법｣제84조에서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21)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인(제5조 제2항), 공무원(제7조 제2항), 교육 분야(제31조 제4항)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
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수단으로 징역형 등의 ‘강제노동’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18) 2017년 10월 현재, 제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브루나이, 중국, 일본, 한국, 라오스, 마샬군도,
미얀마, 팔라우,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베트남 등이다.
19) UN회원국에 적용되는 국제적 인권보호 기준으로는 UN헌장의 인권조항, 세계인권선언 및 두 개의 국제인
권규약(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가 있다.
20) ｢
국가보안법｣제7조(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
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
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공무원법｣제84조(정치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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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2.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는 노동의 영역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구조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22) 이 외에도 현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다양한 징역형
부과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징역형 제도를 두고 있다.
<표 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쟁의행위 참가와 관련한 징역형 제도
위반사항

5년
이하의
징역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
방위사업법｣
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 방위산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규정
제88조(벌칙) 제41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이에 대하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진정(No.1865)에 대한 정부의 입장서에서는 “… ①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즉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하
여, ② 근로자단체에 의하여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에 의하
여 노․사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점에서 ILO 제87호 협약 제8
조 제1항의 ‘In exercising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workers and employers and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like other persons or organised collectivities, shall respect the law
of the land.’라는 규정을 상기하고자 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인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집단행동은 헌법과 ｢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의해 보호되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범위를 넘
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판단, 업무방해
죄의 적용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동 조항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경제활동 등의 업무가 현실적
으로 방해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며 쟁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근로
자의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 또는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자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비노조원이나 대체근로자들의 대체근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의 쟁의행
위 참여를 강제하는 경우 등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사용자의 경제활동을 부당하
게 제약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업무방해죄의 법적용 논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
다 …”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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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위반사항

벌칙규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

3년
이하의
징역

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
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 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 제2항, 제
38조 제1항, 제42
조 제1항 또는 제

4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없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
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년
이하의
징역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7조(긴급조정 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
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90조(벌칙) 제44조 제

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②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
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 2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

1년
이하의
징역

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
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
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을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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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2항, 제43
조 제1항․제2항․제

4항, 제45조 제2항 본
문, 제46조 제1항 또
는 제63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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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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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의 계속

위반사항

벌칙규정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제91조(벌칙) 제38조 제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 2항, 제41조 제1항,
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제2항, 제43
제45조(조정의 전치) ②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 조 제1항․제2항 ․
1년
절차(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 제4항, 제45조 제2항
이하의
본문, 제46조 제1항
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징역
또는 제63조의 규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을 위반한 자는 1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이하의 징역 또는 1
제63조(중재 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다음으로 특수 영역에 대한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선원법｣
, ｢
경비업법｣등에서도 공무원․선원․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주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묻
거나 징계조치로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율하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원법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3.
4.
5.
6.

선박이 외국항에 있는 경우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65조(벌칙) ② 제25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2. 쟁의행위 모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선동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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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있으나 단순 노무제공 거부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
하지 않는다. ILO는 파업의 합법적․불법적 파업을 막론하고 파업 참여에 대해 노역을 수반한
징역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에 수반된 폭력, 폭행, 재물손괴 등 공
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강제노동과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가 민사 또는 징계적 제
재, 강제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처벌인 경우 동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Ⅴ. 맺음말

강제노동은 기본적 인권보장이라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
른 노동’을 그 이념적 전제로 하고 있는 ILO의 헌장에도 위배된다. 그러므로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은 당위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주로 활용하여 온 우리나라의 제도들은 ILO 강제노동협약의 취지와 내용과는 상
당히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목표하에서 우리나라의
제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협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행형법과 일부 형사처벌의 경우 ILO 강제노동 관련 협약의 정신에 부
합되지 않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러한 분야의 논의들은 군사적․형사정책적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논의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관련 국내 법제를 ILO 강
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이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인권적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서 파업에 관한 다양한 형사처벌 규정들에 관해
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파업에 대한 금지 규정은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퍼져 있으며, 제재의 주된 수단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파업에 대한
책임은 징계책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될 수 있는데, 이를 주로 형사 범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권위적 접근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최후수단성이라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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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핵심협약 비준 논의
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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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
십목소시(十目所視)의 결과*
정 흥 준**
1)

Ⅰ.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의 문제의식과 목적

노사관계가 기업 및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므로 노사관계가 협력적인지 혹은
대립적인지에 따라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의 흥망도 좌우된
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노사관계가 균형을 잃어 어느 한쪽의 힘이 지나치게 클 경우 다른
한쪽은 그것이 노든 사든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노사관계는 균형과 형평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럼에도 노사관계는 힘의 불균형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때때로 왜곡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80, 90년대 많이 떠돌았던 ‘노동조합 때문에 회사 망한다.’가 좋은 사례인
데 노조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회사가 망하게 되니 자제하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역설적
이게도 당시 노조 때문에 망한다던 대기업은 현재 대부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있다. 오히
려 이들 기업은 노조의 암묵적 묵인 아래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한편 노사관계는 개별 사업장을 넘어 국가 수준에서 사회통합과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노사관계가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제한될 수 없는 이유이며 정부의 제도
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근거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즉 국민들이 노사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는 노사정 모두에게
중요한 정책적 기초인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노동
조합, 사용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초정보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 예정인 ｢
노사관계국민의식조사｣보고서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유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일부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29주년 개원세미나에
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글은 개원세미나 및 ｢
노사관계국민의식조사｣
의 보고서와 내용적인 면에서 차별적
임을 밝힌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hjunjung@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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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노사관계
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시계열로 확인해 보는 것이었다.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1989
년부터 한국노동연구원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이래 2007년(한국노
동연구원)과 2010년(경기개발연구원)에 각각 시행된 바 있다. 따라서 2017년 조사는 앞서 진행
된 세 차례의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들
의 의식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했다.
둘째,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국민의견을 파악하
는 것이었다. 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노사문제에 대한 관심정도, 노사관계 중요성 인
식, 노사관계 분위기 평가, 노사갈등의 책임 소재, 노사관계 발전 관련 의견, 노동조합 필요성,
노동조합 활동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영향, 노사관계 발전방향 등
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평가하고 과제
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노동3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노사정위원회 활동은 대
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고용 및 노동시장 문제의 심각성 평가, 그리고 정부의 고용, 노동정책
에 대한 동의․반대 정도를 조사하였다.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2017년 7월 24～28일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 문항을 수정한
후 표집설계와 조사원 교육을 거쳐 2017년 8월 10일～8월 31일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
국에서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국민을 대
표하는 표본추출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17년 7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나타난 19세
이상 성인의 거주지별․성별․연령별 분포를 파악하여 1,000개의 표본을 할당해 조사를 실시
하였다.

Ⅱ. 노동조합 평가 :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개선과제는 많아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노동조합의 필요성 인식, 노동조합의 활동이 노동자에 미
친 영향,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으며 각각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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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동의
2007년 조사 이래로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명해 왔으며
2017년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필요성
은 2007년 85.6% → 2010년 87.1% → 2017년 85.5%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보호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 제도로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07년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일관되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 노동조합의 필요성 인식(2007, 2010, 2017)
(단위 : %)
85.6

2007

87.1

2010

85.5

2017

주 : 4점 척도 중 찬성응답 비율.

2. 노동조합의 노동자 보호 및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
노동조합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에 미친 효과와 사회전반적으로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는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부당대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개별 노동자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임금인상
효과는 크게 변화가 없는 데 비해 부당대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는 2007년 33.6%
에서 2017년 70.3%까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과거
임금인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근에는 사용자에 의한 차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억제하는 방
향으로 확대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림 3]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민주화와 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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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고용안정, 부당대우 방지 등에 미친 효과(2007, 2010, 2017)
(단위 : %)
임금인상 효과
58.3

고용안정 효과

부당대우로부터 근로자보호 효과
72.1

59.9
53.5

57.1

70.3

54.9
40.1
33.6

2007

2010

2017

2007

2010

2017

2007

2010

2017

주 : 5점 척도 중 찬성응답 비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가 정치적 민주화에 미친 영향은 긍정응답에서 부정응답을 뺀 비율
차이로 측정하였는데, 1989년 50.3%에서 2007년 10.5%로 크게 낮아졌다가 점차 회복하여 2017
년 조사에서는 49.9%로 198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3]에서처럼 노조가 사회불평등
완화에 미친 영향은 긍정응답에서 부정응답을 뺀 비율차이로 측정하였으며 1989년 64.1%에서
2007년 15.8%로 낮아졌다가 2017년 62.2%로 1989년 수준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의 긍정적 응답은 2016년 겨울부터 시작된
시민, 노동자들의 촛불혁명에 따른 정권교체 및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 노동조합이 정치 민주화와 사회 불평등에 미친 영향(1989, 2007, 2010, 2017)
(단위 : %p)
노조가 정치민주화에 미치는 영향 : 좋은 영향 - 나쁜 영향
50.3

49.9

노조가 사회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 : 좋은 영향 - 나쁜 영향
64.1

25.3

15.3

15.8

10.5

1989

2007

2010

2017

1989

주 : ‘좋은 영향’ 응답에서 ‘나쁜 영향’을 뺀 응답비율의 차이로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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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 내부의 혁신 및 노조 활동방향 대폭적인 개선 요구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정치․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노동조합
의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2017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이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21.8%에 그친 반면, ‘노
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간부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
은 4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비판적으로 바
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소수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조합원만을 위
해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림 4]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평가(2017)
(단위 : %)
46.1

32.1

21.8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나 일부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노동조합의 향후 활동과 현재 활동 간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향후 해야 할 활동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보호(30.1%)를 지적했으나, 현재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보호 활동은 11.4%에 불과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향후 사회보장, 세제개혁 등 사회제도 개혁관련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였으나, 현재 활동은 6.1%에 그치고 있어 인식차이가 컸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47.4%)이었으나 이에 대한 향후 활
동은 21.9%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은 향후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보호
(30.1%), 근로조건 개선(21.9%), 사회제도의 개혁(18.4%) 등의 역할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고 지
적하고 있는데 비해 노동조합의 활동은 현재 지나치게 근로조건 개선(47.4%)에만 매몰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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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노동조합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활동과 향후 활동(2017)
(단위 : %)
현재 활동

향후 활동

47.4

21.9

25.9

30.1

28.8

18.4
11.4
6.1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사회보장, 세제개혁
등 사회제도의 개혁

Ⅲ. 노사관계 평가 :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존의
노사관계 가능

노사관계 평가는 노사관계 분위기, 노사갈등의 책임, 노동자의 권리보호, 노사관계의 향후
전망 및 발전방안 등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다.

1. 대립적 노사관계 분위기와 노사갈등에 대한 공동책임 인식
전반적인 노사관계 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중간 값인 3.0 이하로 부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1989년 이래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강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변화의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을 보면, 1989년 노사관계 분위기
의 평균값은 2.38이었으나 2017년 2.53으로 약간 높아졌다. 또 노사관계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인 응답의 비율도 1989년 59.9%에서 2017년 47.6%로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낮은 신뢰를 토대로 한 갈등적인 관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 파업의 빈도가 줄어들고 대기업에서의 노사갈등이 줄어들어 노사관
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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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노사관계 분위기 평가(왼쪽 : 5점 척도의 평균값, 오른쪽 : 부정적 응답의 비율)
(단위 : %)
2.52
2.38

1989

2.53

2.38

2007

2010

2017

59.9

1989

56.6

2007

46.3

47.6

2010

2017

노사관계 분위기는 노사갈등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노사갈등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노사 모두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89년 조사에서도 노사갈등의 책임이 노사 양쪽에
있다는 응답이 71.3%였으며 2007년 76.6%, 2010년 75.2%, 2017년 72.4%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다만, 노사갈등의 책임이 사용자 쪽에 있다는 응답은 1989년 24.9%였다가 2007년 9.3%로 낮아
졌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7년 15.6%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갈등의 책
임이 노사 양쪽에 있지만 교섭력의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노사갈등에 있어 사용자가 책임져
야 할 부분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사갈등이 발생
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진 결과로도 해석된다.
[그림 7] 노사갈등의 책임
(단위 : %)
노사 간에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이 주로 노사 모두에게 있다는 응답

71.3

76.6

75.2

노사 간에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이 주로 사용자인 기업에 있다는 응답

72.5
24.9

9.3

1989

2007

2010

2017

1989

2007

13.1

2010

15.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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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안과 밖에서의 취약한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법적인 측면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 기업 내부에서의 정당한 대우,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언론으로부터의 공정한 보도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나라 노동자
들이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림 8]에서처럼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27.4%로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24.1%)보다 3.3%p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가입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보다 넓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8] 노동자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단위 : %)
27.4
24.1

보장받지 못하는 편

보장받고 있는 편

한편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동권 보장 외에 회사로부터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 노동권의 침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에서처럼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2007년 54.8%가 동의하
였으나 2017년에는 38.0%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1989년 조사에서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노동자
들이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면 2017년 조사에서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등 취약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국가 수준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기업
수준에서도 사용자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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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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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점 척도 중 대체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와 매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의 합.

마지막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언론의 태도 역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는데, 노동3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기업에서의 공정한 대우조차 줄어들고 있는 상
황에서 사회적으로 노동자 및 노사관계 상황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국민들의 다수는 우리나라 언론이 노사관계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0]을 보면, 언론에서 노사관계 기사가 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응답은 15.2%에 그친 반면, 불공정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응답은 41.6%로 공정보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그림 10] 노사관계 관련 언론의 공정성(좌) 및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언론의 공정성 인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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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 중 46.1%는 언론이 노사관계를 불공정하게 보도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보수적인
응답자 역시 43.8%가 언론이 노사관계를 불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의 노사관계 관련 보도가 좀 더 공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사회적 대화를 활용한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 가능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국민들의 다수는 미래의 노사관
계를 발전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은 미래의 노사관계에 대한 응답으로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에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응답을 뺀 비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서처럼 2007년은 5.7%로 긍정과 부정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조사에서는 20.7%로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는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989년에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4가지의 선택지를 임의로 제시
했을 때 1위는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방안(3.28)’으로 나타났으며, 그
[그림 11] 미래의 노사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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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타협과 공존의 노사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률에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률을 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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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것(3.11)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여전히 다른 가능성에 비해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극복하는 것도 노사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노사관계 발전방안(5점 척도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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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제언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적이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정부, 그리고 사용자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노동조합은 노조조직률 제고와 취약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
동조합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노동조합은 스스로 노동
조합 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과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본 조사에 따르면, 노동
조합 가입의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노조에 가입할 의
사가 있는지에 대해 국민의 35.2%는 노조 가입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3 참조). 이러
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는 노조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하며 노동조합의 공급(예 :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보장)이 확대될 경우 노조 가입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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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조 가입의사가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의미 있게 보였다. 예를 들어 50대의 경우 노조 가입의사가 35%로 평균
적인 비율을 보였으며 심지어 60세 이상에서도 노조 가입의사가 32.2%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국민들이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3] 노동조합 가입의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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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국민들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우려가 큼을 확인하였다. 노동조합이 갈수록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질책이었다. 또한 노동조합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활동은
임금인상이나 고용보호 등 근로조건 개선이나 고용안정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사회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확대
해야 한다.

2. 정부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정비
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정책은 대부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청년고용 확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
세, 경제사회적 불평등 완화,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 지원이 4.0 이상(5점 만점)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정부의 향후 노사관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정
부정책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50.2%)으로 가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은 노사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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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40.6%)하였다. 이에 비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를 규율해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노사관계 과제는 공정한 노사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당노
동행위, 노조탄압,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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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노사관계에 대한 경영관행 개선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 사용자에 의한 정당한 대우가 줄어들었으며 반대로 노동조합
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막아내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거칠게 표현하면
힘센 사용자가 약한 노동자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
이 팽배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인식은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한 기업의 반노조 정서와 함
께 최근 발생한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노조탄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노동조합을 기업활동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노조가 빠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일이 흔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노동자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해대변조직
인 노동조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노조 정서에 기댄 감정적 활동은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조금 덜 효율적이고, 이익을 덜 내더라도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파트너로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의 노사관계를 활용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첫째,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 법과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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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내에서 교섭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사
내하청 등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산별교섭 및 사회적 대화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산업, 지역, 국가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방향을 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Ⅳ. 결 론

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를 요약하면, 노동조합에 대해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균형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현실 활동에 대해
서는 비판적이었다.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의 부당한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균형적인 노사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평
가하고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노사관
계 국민의식조사의 결과를 십목소시(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속일 수 없는)로 비유하였다. 동시
에 이번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는지
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출발점은 노동조합은 혁신을, 정부는 제도 개선을, 사용
자는 잘못된 노사관계 관행을 바로 세우는 것에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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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명 외(1989),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김동배(2010),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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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아웃소싱이 근로자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송 민 수*
1)

Ⅰ. 서 론

병원 내 외주화가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병원 사업장 비정규직 문제의 쟁점이 주로 직접
고용을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파견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문제가 주요 쟁점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공시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원 사업장 비정규직 비율 14% 가운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7.4%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규모(6.6%)를 뛰어 넘었다(2014년 기준). 부문별로는 공
공병원에 비해 민간병원의 간접고용 규모가 크다. 2012년 기준으로 민간부문의 병원당 외주인
력(100병상당 월평균 730명)은 공공병원(100병상당 월평균 468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병원 내 외주화 흐름을 보면 2007년 청소, 세탁, 오척출물 처리 등 3개 업무 중심이었으나, 2012
년 시설유지, 전산시스템 관리, 경비, 급식, 주차관리 등 5개 업무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병원․청소 업무는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외주화되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
합, 2014). 최근에는 병동지원, 멸균, 의공 등 병원 내 핵심 기능에 근접한 영역까지 외주화되고
있다.
병원 내 외주화 확산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시적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병원 내 간접고용 확산이 병원의 주요 고객
인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서의 비정규직 고
용은 숙련, 전문성, 책임성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이는 환자의 만족도 저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사고 위험성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병원 내 고용
의 질 악화는 환자안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병원 사업장의 전
반적 성과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ong@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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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제점이 감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외주화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동일한 재단의 병원일지라도 본원과 분원의 확연한 외주화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신설
된 사업장에서 간접고용은 이해관계자들의 큰 저항에 직면함이 없이 비교적 손쉽게 뿌리내리
고 있다. 많은 병원의 경영진들이 외주화의 허와 실, 자신들의 전략과 외주화의 적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외주를 확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노동운동 진영은 물론 학계에서도 기업의 효율성을 앞세운 비정규직 활용과 외주화
문제 대응과 함께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문제가 주요 노사관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14).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병원 내 외주 확산의 주요 요인
과 영향을 다룬 정밀한 연구결과는 드물다. 기존 문헌 중 다수는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주요 가설에 대한 논리적 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병원 내 인력 정규직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다소 교조적(敎條的)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이해당사자들의 심정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타당성이 결여된 연구 설계, 편향된 관점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 등과 같은 지적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 이제 병원 내 외주화의 효과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한다.
본고는 선행연구에 대한 리뷰, 그리고 사례조사1)를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외
주화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외주화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가운데
만족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이해관계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외주화
가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과 정규직 근로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주화가 비정규직과 정
규직 근로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외주화가 환자의 만족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병원
내 외주화 확산이 전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 아웃소싱의 영향

1. 아웃소싱이 근로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개개인의 직무만족 여부는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 직무만족이 성과에

1)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은 외주가 시행되고 있는 병원사업장이다. 서울에 위치한 공공병원 1곳, 사립대학병원
1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조사의 주된 방법론은 관련자 인터뷰다. 해당 병원의 노조관계자(2인), 정규직
근로자(2인), 비정규직 근로자(2인), 대상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 직원(1인) 등이 인터
뷰에 응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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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은 근로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서비스업에서 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 근로자의 만족도는 그들의 근무태도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고, 고객
의 만족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은 더욱 그럴 것이다. 직무에 불만족한 종업원이 많을수록 해당 병원이 제공하는 전반적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이는 결국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
병원 내 아웃소싱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도록 한다.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만족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는 그들이 처한 근로환경, 임금수준, 의사대변기능의 유무 등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병원 내 사내하청 근로자 대다수는 그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제도
적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 우선 병
원 내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상당수는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각종 복
리후생제도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공공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2016)에
따르면, 많은 국립대병원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시중노임단가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8월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10곳과 병원 12곳의 용역업체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인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용역업체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한 곳은 22곳의 기관 중에 부산대병원 딱 한 곳이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의원
은 대다수 병원의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시중임금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각종 복리후생제도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장비가 지급되지 않으
며, 적절한 휴식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불만이 쌓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공공의료
기관인 B병원에서 린넨 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저희가 지금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금 떼고. 저희병원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여사님들이 계시는데 임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다보니 그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막말로 주워온 자식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병동 같은 부서에서 정규직 두 분과 저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그분들과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휴식공간
은 없어요. 휴식시간이어도 갑자기 찾으면 가야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의자가 있으면 앉아있
다 가고 그럽니다.”

“지급되는 장비도 정규직한테는 좋은 거, 저희한테는 조금 쳐지는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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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정규직 여사님들이 오면서 눈에 보이게 그러다 보니 그런 불
만들이 많습니다. 간호부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은 병원 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직
무만족도를 낮춘다. 낮은 직무만족도는 자존감과 책임감의 감소, 조직몰입 감소, 부정적 직무
태도 확산 등과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 B병원의 노조간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책임감 있는 분들이 드물죠. 자주 바뀌고, 안 올 때도 있고. 그 임금에 그런 대우받고…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나. 정규직 근로자의 만족
병원 내 아웃소싱의 확산은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증가의 부정적 효과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집단 내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증가는 전공이나
경력 등 직무관련 다양성과는 달리, 해당 집단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통계학적 다양성 증가는 근로자 간 정보비대칭 확대, 갈등 수준의 증가, 협업의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조직 내 고용형태 다양성 증가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정규직, 사내하
청,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다른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한다면, 정규직 근로자의 마음도
편할리 없다.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규직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출물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에도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타사의 직원들에게 전수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
다. 사내하청 근로자에게는 그들의 노동을 규율하는 매뉴얼이 주어지지만, 시시각각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병원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매뉴얼이 미숙련 사내하청 근로자의 업무성
과를 담보해주지 않는다. 차별적 처우에 불만족하여 부정적 직무태도를 보이는 사내하청 근로
자에게 정규직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서울의 한 민간대학병원(K병원)에서 30년 이상
정규직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내하청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병원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체
로 이쪽의 용어를 잘 몰라요. 언어 소통이 잘 안되죠…매뉴얼이 있지만 크게 도움 안됩니다.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지만 비정규직한테 그걸 다 설명해주기에
는 역부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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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는 미치죠.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그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다 말
로 해줄 수 없는 거죠. 비정규직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한두 번 겪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
거든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중환자실은 생소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직전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런 대처할 능력이, 저도 처음에 3~4개월은 헤맸었어요. 경험이 없는 사내하청 사람들은
더 심하죠…잘못해도 뭐라고 하겠어요? 후배라면 혼이라도 내겠지만, 소속이 다른데.”

공공의료기관인 B병원 노조간부는 식당 외주화가 정규직 근로자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직원식당이 정규직으로 하다가 외주로 바뀌었어요. 퀼리티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하고 차
이가 많이 납니다…가격은 올랐는데 식사의 질은 떨어졌어요. 대부분 직원들은 만족을 못합니
다. 지금은 또 3,500원으로 올랐는데 직원들의 만족도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 아웃소싱이 근로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직원의 안전 또한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안전은 위험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안전은 위험성의 크기가 모두 수용가능한(Acceptable) 또는 허용가능한(Tolerable) 것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정진우, 2015). 위험성의 크기가 수용 또는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산업재해
발생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앞선 문헌에 대한 검토, 그리고 사례연구에 따르면, 병원 내 외주의
확대는 사업장 내 위험성 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
병원 내 외주는 기본적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
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에 비해 업무와 관련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확률뿐 아니라,
업무관련 불건강 증상을 경험할 확률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우,
2016). 고용형태별 산재발생 확률의 격차는 일차적으로 용역노동자들이 보다 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며, 안전교육을 덜 받고, 적합한 장비나 보호구가 주어지지 않으며, 경험 또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에 취약하지만 다쳐도 적절한 조치가 취
해지는 경우가 드물며,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 B병원 사내하청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증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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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개인적으로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다쳐요. 여기서 다치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사비입니다…환자복 관리 하다 보니 환자분이 감염 때문에 입원했는데 그런 경우
환자복을 만지다가 감염이 된다거나 그런 불안감은 많아요. 저희 직원 중에도 그런 분 계셨어
요. 옴에 걸리는 경우도 올해 4번 있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병원 전문 아웃소싱 업체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설비나 자재는 원청, 작업복이나 장화 등은 우리가 지급해요. 정해진 계약금액이 있다 보니
소모품 비용을 충분히 쓰기 어렵죠.”

K병원 정규직 근로자는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노하우가 쌓이면 어디가 위험하고, 뭐하다 잘 다치고 이런 것을 다 알죠. 오래 근무하면 저절
로 알 수 있죠.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이런걸 알 수가 없죠.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가 세세한
것들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구요.”

외주 근로자가 위험에 처하는 또 다른 원인은 그들의 숙련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업장
에서 근로자의 숙련은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지적, 육체적 능력을 의미하며, 오랜 훈련의 결과
무의식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대체로 외주 근로자들은 정밀한 직무적
합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선발되며, 충분한 수련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다.
그마저도 업체가 변경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반복적으로 계약해지되거나 외주업체가 바뀌
면서 업무 종사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진료 보조 업무를 행하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져
업무 오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도 동료 및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이 중요하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학습 및 실습 기회가 제한되고, 근속이 짧고 이직이 잦기 때문
에 숙련되기 어려우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사고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용노
동부, 2016). 사례연구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훈련은 대체로 기본적인 업무매뉴얼과
같은 형식지(explicit knowledge) 전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B병원의 노조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외주화는 한계가 있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움직이는데 직접 고용되어 있는 직원
들 경우는 병원자체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그러니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직종은 그게 제대로 전문업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힘들죠. 그러니까 더 다치기도 하고…”

66

이슈분석 : 병원 아웃소싱이 근로자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나. 정규직 근로자의 안전
외주화는 비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단위활동이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예컨
대 사내하청 근로자 각각은 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산
출물을 만들어 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산출물 또는 서비스는 정규직 근로자의
과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투입물이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근로환경 자체가 되기도 한
다. 최근 대다수의 병원들이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였다. 외주화된 시설관리 업무가 잘못된
다면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병원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B병원의 노조 간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계라는게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면, 당장 진료부서는 진료부서가 피곤할 것이고, 그래서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기계는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항상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하느냐, 그게 저희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는 거고…사후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마냥 있을 수도 있고 터
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빨리 사후 대
처를 할 것이냐, 근데 물바다가 되는 건 둘째 치고, 여기는 괜찮은데 이 하층에 피해가 가죠.
물이 막 떨어지니까. 그러면 의료장비가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보호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비
닐로 덮고 뭐하고 하는 체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하게 가죠.”

K병원 정규직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비정규직분들이 잘 못하면 우리도 위험해 지죠.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의료보조랑 간호사
랑 팀워크가 안 좋나 봐요. 잘 못하면 우리 다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환자도 위험하죠. 같은데
서 일하면 정규직 써야죠.”

최근 경비․보안 업무 또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외주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한
사립대학병원 노조간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예전에는 덩치도 좋고 그런 분들이 왔다면 그 업체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그렇지 않은 약골
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납창구 등은 험한 곳이기 때문
에 사실은 위압감도 좀 주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전과는 달리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
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간호사분들이요. 간호사들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
에게 폭력을 당하고 노출되어 있다 보니 상당히 불안하고 사직의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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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웃소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병원에서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외주업체가 바뀌면서 업무 종사자가 자주 바뀌게 되면, 진료 보조 업무
를 행하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떨어져 업무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오류의 결과는
진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결되며,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
외주는 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
상 전문성뿐 아니라 협업성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형태 다양성
증가는 근로자간 정보비대칭을 강화하고 팀워크를 저해한다. 카이저콜로라도 병원(Kaiser
Colorado Hospital)에서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마이크 레오나드(Mike Leonard)는 “환자를 해
치는 대부분의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들은 직원들 간 의사소통의 실패에서 발생합니다”라
고 언급하고 있다(Noe et al., 2015).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근로자들이 모두 다른 소속이라면
상호간 정보전달 또는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진료 인력을 외주화
할 경우 진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외주화의 문제는 진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화, 급식 등의 직무도 외주화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병원들의 외주화 실태를 분석한 Davies(2010)는 미화
업무가 외주화될 경우 병원 청소의 질이 떨어져 감염관리에 취약해지며, 결국 근로자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IHM(institute of Healthcare Management)(2001)
또한 정규직이 시설관리를 수행할 때 병원은 훨씬 더 청결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
장이 타당하다면 청소를 외주화하지 않고 직접고용에 의해 수행할 경우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
는 높아질 수 있다.
병원 내 급식분야도 마찬가지다. 환자식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치료식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환자 급식을 위탁할 경우 값싼 재료의 활용, 의료진과 위탁 업체와의 의사소통 혼란 등에 따라
적절한 치료식이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K병원 노조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저희는 환자식당 근무자가 모두 정규직입니다. 모두 직업의식(소명의식)이 있어요. 실제로 그
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쾌차하시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깝게는 대학의
외주업체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든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니까. 값싼 재료
를 쓰고 저희는 조미료를 안 쓰니까. 젊은 사람들은 맛의 구별을 잘 못하는데 여기 식당은 뭐
여하튼 질적으로 틀립니다. 환자분들도 좋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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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웃소싱이 전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아웃소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와 환자의 만족과 안전 수준은 조절 또는 매개변
수로 작용한다. 즉, 아웃소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직무만족, 숙련, 안전 정도에 영
향을 미치며, 직원들의 만족, 숙련, 안전 수준은 다시 환자의 안전과 만족에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한다. 그리고 병원 경영의 성패는 환자의 안전과 만족에 의해 결정된다.
아웃소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외주 계약과 비용절감 사이의 명확한 연계성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아웃소싱과 성과와의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거나, 아웃소싱과 성과 간 긍정적
영향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Davies, 2010). Rhodes(2000)는 외주화의 확산
에 따라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거래관행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외주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
지를 위한 모니터링 비용 증가로 결국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Davies(2010)는 비체계적인 계약관리, 위험의 외주화와 같이 현존하는 문제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 문제가 외주화로 인한 문제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 외주 확대에 따라 결국 정규직과의 임금차이 만큼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 ‘혁신’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판단된다
(노동부, 2006). 간접고용과 성과 간 관계를 실증분석한 홍민기(2012)에 따르면, 비정규근로나
간접고용의 사용이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반면, 이윤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기업이 비정규근로와 간접고용을 사용하면 생산비용이 하락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윤 증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이직률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하락할 수 있
으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의 사용이 생산성과 이윤에 훨씬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의 안정성이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른 병원들과 비교하여 외주화 비율이 현저히 낮은 K대학병원의 노조 관계자는 다
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건비 몇 푼 아껴봤자, 별 도움 안될 겁니다. 소탐대실이죠. 환자분들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은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서울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서비스 안 좋고, 별로
용하지도 않은데 또 안오죠.”

“저희는 첨단기기에 대한 투자도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스타 의사들도 별로 없어요. 국가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저희가 객관적 기준을 보면 하위권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는 항상 상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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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인간적이어서 고객만족도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환
자분들이 직원들이 하나같이 가족 같다고 하세요. 집처럼 편안하다고 하세요.”

Ⅲ. 결 론

본 연구는 병원 내 아웃소싱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동안 상대적
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외주화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문헌연구와 관련자 심층면접을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본 아웃소싱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주화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병원 내 사내하청 근
로자 대다수는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낮다.
이들의 낮은 직무만족도는 조직몰입 감소, 부정적 직무태도 확산 등과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낮춘다.
둘째, 외주화는 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긴급
한 상황에서도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미숙련 사내하청 근로자의 산출물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부정적 태도를 보여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셋째, 외주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정규
직에 비해 보다 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며, 안전교육을 덜 받고, 적합한 장비나 보호구가 주어
지지 않으며, 경험 또한 부족하다. 숙련형성 기회가 드문 만큼 산업재해에 취약하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학습 및 실습 기회가 제한되고, 근속이 짧고 이직이 잦기 때문에 숙련되기 어려우
며, 이는 안전사고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넷째, 외주화는 정규직 근로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높은 직무연관성에 기인한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제공하는 산출물의 질적
저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과업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외주화된 시설관리 업무가
잘못된다면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병원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섯째,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복
적 외주업체의 변경에 따라 업무 종사자가 바뀌게 되면, 진료 보조 업무를 행하는 노동자의
숙련도가 낮아져 업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오류의 결과는 진료 서비스의 질 저하
로 연결되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
여섯째, 외주화는 결국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웃소싱은 비정규직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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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 근로자들의 직무만족, 숙련, 안전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직원들의 만족, 숙련, 안전 수준
은 다시 환자의 안전과 만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병원 경영의 성패
는 환자의 안전과 만족에 의해 결정된다.
병원의 존재이유는 다름 아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
하는 것이다. 외주화가 과연 각 병원 본연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본고는 단지 병원 2곳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사례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당사자들이 처한 입장에 따른 연구결과 오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연구
대상을 대폭 늘린 양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엄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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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1~9월) 평균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44천 명(전년동평균대비 14천
명 증가)이며, 이는 전체실업자 1,072천 명의 13.4%임.
－ 장기실업자의 10명 중 약 4명이 15~29세 청년층이며, 이들 청년층이 2004년에는 장기실
업자의 46.7%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저점 이후 다시 증가하
는 추세임(2016년 기준 43.6%).
－ 특히 장기실업자 중 25~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세 단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음(2016년 기준 30.1%).
[그림 1]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규모와 장기실업자 중 청년층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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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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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 평균 장기실업자 비중(2016년 기준)은 42.6%로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한국
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13.2%(3.2%p↑)로 전년대비 증가함.
－ 한국은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지만,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늘어난 국가
로 룩셈부르크(12.6%p), 노르웨이(6.1%p)와 함께 상위그룹에 속해 있음. 이에 반해 미국
(-8.0%p), 체코(-5.0%p) 등 많은 국가들에서 장기실업자 비중이 감소하여 OECD 회원국은
평균 4.3%p 감소함.
[그림 2] OECD 회원국의 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비중 및 전년대비 증감(2016년)
(단위 :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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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 15~24세 청년층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 비중은 평균 29.5%이며 이들 연령층의
실업률은 12.9%로 전년대비 모두 하락한 반면, 한국에서 이들 연령층의 장기실업자 비중은
9.1%이며 실업률은 10.7%로 나타남(2016년 기준).
－ 한국 15~24세 청년층의 장기실업자 비중과 실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전년대
비 각각 2.4%p, 0.2%p 상승함.
－ 한국에서 15~24세 청년층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낮은 데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들 연령
층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임.
－ 특히 20～29세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87천 명(8.3%)이었으며,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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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념자 전체의 41.9%로 증가하고 있음.1)
[그림 4] 15~24세 비경제활동인구 비중(2016년)

[그림 3] OECD 회원국의 15~24세 장기실업자
비중과 실업률(2016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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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1)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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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징수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

【판결요지】
산재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등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90
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
보험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
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로 수령한 건보급여액에 해당
하는 금액’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상법) 제84조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필요
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②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거나, ③ 수급권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신
고의무자가 그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
은 경우, 3) 기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단, 위 1)
의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징수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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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대
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한편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또는 ｢
의료급여법｣
에
따른 요양급여에 대한 수급권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 바, 이러한 요양급여는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요양급여 및 ｢
의료급여법｣제7조의 의료급여와 동일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1)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법상
의 요양급여 결정을 받기 전까지 신속하게 재해로부터 복구될 것 및 중복수급의 문제를 피하
기 위해 제42조에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우선적용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
을 하기 전에는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라고 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자가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산재보
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90
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
단(｢
의료급여법｣
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이라고 함)이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것과 같은 부당이득 징수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
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요양급여에 대한 1차적인 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취소되더라도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권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
단이 의료기관에 기지급한 요양급여에 대한 부담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것

1) 편의상 ‘근로자’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지만, 이것은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자들(중소기업사업주, 현장실습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모
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간주되는 모든 자들을 포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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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대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권이 취소되
지 않으면 ｢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제1항 제4호에 기초하여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제한된다. 그러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보험급여권이 취소된 경
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요양급여에 관
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급여를 받았던 근로자로부터 징수할 금
액은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근로자가 받았어야 할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부
분이 되는 것이다.
검토대상 사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징수할 부당이
득 징수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에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지급
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도 포함되는 것
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요양급여 취소결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근로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
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당하게 되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
구하여 “받을” 금액까지 추징금으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근로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받은” 금액만큼만 추징금으로부터 공제될 경우, 보험급여
취소결정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복
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2배를 추징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
여 산재보험법문은 비교적 명확하다.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단서는 “공단이 … 국민건강보
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토대상 사건에서 제기되었던 다른 문제는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에 관한 것이다. 산재
보험법 제90조 제2항은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
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
국민건강보험법｣또는 ｢
의료급여법｣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
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근로
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액을 청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기 전에 미리 국민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액을 청구했던 경우라면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즉, 이 사건과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 혹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환수당한 후 별도의 청구절차를
통해 이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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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은 요양급여액에 대해서까지
환수당하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90조 제2항은 근로복지공
단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국민
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당액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거나 할
건강보험법｣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산재보험법상의 요양급여나 ｢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요양
급여 모두 결국은 근로자의 치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된 비용에 관한 것인데 왜 공단 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징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그 답은
요양급여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분의 차이에 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부분은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비급여 부분보
다 훨씬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보다는 산재보험제도를 통
해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보험 수급권을 부정하게 취득하였다
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분 이외 추가적인 요
양급여분을 부담한 것을 근로자에게 징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근로복
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어야 할 요양급여분 이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적 부담분만이 근로자에게 징수되게 된다.
검토대상 판결은 법률 해석상 큰 논쟁거리가 있는 사건은 아니다. 다만 산재보험금 부정수
급과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하여 필자를 포함해 보험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함께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박은정(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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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선별적 취하
-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

【판결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거액의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는 원고에게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지만 피고들에게는 수십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분명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로 인하
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매출이익의 손해를 모두 제외하고 손해
의 일부분인 고정비만을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상판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생산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실시한 금속
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이하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간부들에게 20억 원의 ‘부진정연
대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평석은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
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가 노조탈퇴 등을 조건으로 당초 소를 제기한 29명의 피고
들 중 21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렇게 이 사건 소송에서 제외된 피고들은 판결을 받은
5명의 피고들과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결이 인정한 사실 이
외에 현대자동차와 피고들 간에 소 취하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과 합의가 있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또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
를 취하한 경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생
산업무를 수행해 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라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 이후 현대자동차의 울산, 전주,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입해 있던 금속노
조는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에 관한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자동차는 그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특별교섭 요구에 불응하였다.1)
(2) 그러던 2010. 10. 14. 현대자동차의 울산 시트공장의 사내하청업체였던 동성기업과 대성
산업이 폐업을 공고하였다. 이후 대성산업의 폐업은 철회되었지만, 동성기업은 같은 해 11. 14.
1) 특별교섭의 경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곽상신․조성재(2013),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의 쟁점과 평
가｣
, 노동리뷰 4월호, p.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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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폐업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동성기업의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문
기업은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할 경우 청문기업에서 고용계약을 그대로 승
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1. 14.자로 해고된다.”라며 금속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3)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청문기업의 노조탈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11. 14.자로 동성기
업이 폐업되더라도 계속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현대자동차에 출근하겠다고 선언하였고, 현대자
동차는 2010. 11. 11.경 울산 시트공장 정문에 자바라 문을 설치하는 등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들
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4) 한편, 당시 현대자동차의 특별교섭 거부로 교섭결렬상태에 있던 비정규직 지회는 11. 12.
긴급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11. 15. 전 조합원의 2시간 잔업거부와 시트부에 대한 2시간
부분파업지침을 내렸고, 동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약 30여 명이 11. 15. 새벽 5시 30분경
시트 1공장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이들의 시도는 현대자동차의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들에 의
해 제압당했다.
(5) 이에 비정규직 지회는 2010. 11. 15. 오후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동 파업과정에서 울산 1공
장 CTS공정의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던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측에 밀리자 CTS공정을 점거
하였고, 그로부터 25일간 쟁의행위가 진행되었다(이하 “본건 쟁의행위”).
(6) 현대자동차는 본건 쟁의행위를 이유로 비정규직 지회 및 조합간부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대상판결은 이러한 소송 중 현대자동차가 전태곤 외 28명
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0가합8446)의 항소심 판결이다.
(7)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사내하청업체의 관리자 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금속노조에서 탈퇴하면 손해배상소송에서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나아가 2014. 9. 18.
및 같은 달 19.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근로자 1,179명이 현대자동차에 2
년 이상 파견근로를 제공해 왔으므로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의제되거나 현대자동차가 이들
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취하해 주면 현대자동차에서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취지로 개
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대자동차는 금속노조 탈퇴 및 근로자지위확인의
소의 소 취하의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선별적으로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금속노조 탈퇴 및 근로자지위확인의 소의 취하 여부에 따라 이 사
건의 피고 29명 중 21명에 대한 소를 선별적으로 취하하였다. 이처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지회를 탈퇴하거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취하한 피고들을 선별하여 소
를 취하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청구의 본연의 목적’보다
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비정규직 지회에서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사내하청 근로자들
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된 2014. 9. 이후에는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의 취하를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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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소 제기가 소송상 또는 소송 외에서 상대방 당사자를
괴롭힐 목적 또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유․무
형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민사소송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현
저하게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현대자동차의 소 제기는 결국 소 제기의 외견을 내세워 비정규직 지회의
와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침해함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유지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소권의 남용문제 이외에도 대상판결과 관련하여서는 ① 조합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연
대채무인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② 부진정연대채무라면 일부 피고들에 대한 소 취하 및 그 전
제로서 채무면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다른 피고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된다.
종래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고 따라서 변
제나 대물변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는바,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실정법상 근거를 갖지 못한다. 조합간부들이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기획․주도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더라도 일부 조합간부에 대한 채무면제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959 판결은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
해자가 피용자 자신으로부터의 배상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현실적 만족을 얻었을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배상책임도 소멸하나 현실적 만족 이외의 채무면제나 합의의 효력
등은 그 피해자가 나아가 다른 손해배상의무자(사용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에도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일부 피고들의 금속노조 탈퇴 및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취하라는 ‘비금전적 이익’과 교환하여
선별적으로 소를 취하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 취하는 규범적으로 대물변제나 상계합의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채무면제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2)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자 1인이 한 상계도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
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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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이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 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

【결정요지】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며, 모든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전면적 박
탈이라는 불이익은 청원경찰이 경비하는 중요시설의 안전이라는 공익과의 관계에서 법익의 균
형성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근로3권을
침해한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 입법자가 2018. 12. 31.까
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현행 ｢
청원경찰법｣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
조 제1항, 제60조, 제66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국가공
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1) ｢
청원
경찰법｣
에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
청원경찰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원경찰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명확하
다. 다만, ｢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
청원경찰법｣및 동법 시행
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다.2) 청원경찰의 이러한 신분관계로
1)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모두 박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
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 등, 판례집 4, 255; 헌재
2005. 10. 27. 2003헌바50 등, 판례집 17-2, 238).
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3(“청원경찰의 신분의 주요 요소인 임면, 보수 등에 관한 위
규정들과 이 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법은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하고서, 다만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 신분을 의제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이 법 제10조 제2항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경찰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법 제5조 제4항 등과 같은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은 위 조항들의 해석상, 그리고 이 법의 입법취지와 전체
적 체계상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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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보면 청원경찰의 근로3권은 ｢
헌법｣제33조 제1항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하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
헌법｣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의 보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
헌법｣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로3권에 대
한 특별한 제한 근거는 고려될 여지가 전혀 없다.
｢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 제한할 수 있다’는 문언을 ‘과잉금지원칙’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제한이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는 기본권 침해로써 당해 법률은 무효가 된다. ｢
청원경찰법｣제5조 제4항이 국가공무원법 제66
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청원경찰의 근로3권은 전면적으로 박탈되어 있다. 즉
청원경찰은 근로3권을 전혀 누릴 수 없다. 직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완전한 박탈이라는 근로3
권 제한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기본권의 본
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
청원경
찰법｣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제한되고 남은 근로3권의 보장 부분이 ‘0’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과잉’된 것인지를 따질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그런데 ｢
청원경찰법｣제5조 제4항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4헌바9 결정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3) 다만, 당시 결정에서 5명의 재판관은 동
항에 의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위헌성
이 매우 높다는 점은 평석대상결정 이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인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정의 합헌 의견은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다. 합헌 의견의 주요 논리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
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
사립학교법｣제55조에 대한 합헌 논거는 ｢
청원경찰법｣
제55조 제1항에 대해서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청원경찰의 신분이나 업무의
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 보수의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그 보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
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는 점에서는 공무원과 같고, 이러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3) 헌재 2008. 7. 31. 2004헌바9, 판례집 20-2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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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60%를 상회하며, 여기에 국영기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80%에 이른다는 점, 업무
의 공공성이 매우 큰 영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근로3권이 전부 제한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상 단결권행사나 단체교섭권한의 행사만으로도
시설의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위헌 의견은 청원경찰이 공무원과 유사하게
보수나 징계 등에 있어서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는 있으나 이는 최소한에 불과하고, 청원경찰
의 보수수준이 민간경비원들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지 않음은 물론, 그들 공무원들이 일반적으
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린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3
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청원경찰 업무에 공공성이 있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청
원경찰이 실제로 담당하는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과 상황 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
지도 않은 채 공무원과 똑같이 일체의 근로3권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위헌이라고 한다.
평석대상결정은 ｢
청원경찰법｣제5조 제4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으로 판단하
고 있는데, 그 논거는 위에서 본 2008. 7. 31. 2004헌바9 결정의 위헌 의견이 제시한 논거와 본질
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원경찰의 신분이나 보수 등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장
되고 있지만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수준은 일반적인 공무원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이를 쉽게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
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적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제한된 특정 경비구역에 국한
되고, 그 권한 역시 경비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범위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경비
하는 시설의 안전 유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청원
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
기 어려움에도 ｢
청원경찰법｣제5조 제4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
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4) 이와 같이 ｢
청원경찰법｣제5조 제4
4) 이외에도 ｢
헌법｣제33조 제3항은 국가방위와 관련하여 업무의 공공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방위산업체 근로
자들의 경우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으
며, 그것도 모든 방위산업체가 아니라 주요한 방위산업체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및 청원경찰과 같이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 단결
권과 단체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 종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금지되었으나 ｢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교원과 일부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
은 사회의 변화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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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논거는 매우 다양하며 그 내용도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데
반하여 2008. 7. 31. 2004헌바9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들고 있는 논거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 청원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강한 공공성으로 인하여 단결권 행사나 단체
교섭권의 행사만으로도 시설의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 가능성
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원경찰의 대부분이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 그리고 국영기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보수는 실질적으로 국민 전체의 부
담이 되는 점에서 공무원과 같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그렇다면 국기가관․지방자치단체․국
영기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을 중대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국가가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한다
면 국가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매우 논리적
이며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심판대상결정의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있는 근거를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석대
상결정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과 입법자는 청원경찰
의 구체적 직무내용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할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들
고 있다. 이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에 따
라서 일정한 범위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완전
히 박탈하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
청원경찰법｣제5
조 제4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는 경우 청원경찰의 근로3권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고 한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장․제한될 것이다. 평석대상결정은 이
에 관해서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청원
경찰의 근로3권 행사를 제한할 근거규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근로3권의 제한
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다. 아마도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발
생할 수 있는 혼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
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
경비업법｣제15조 제3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
다.5) 그러나 이 결정의 위헌 의견이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듯이 근로3권에 관한 ｢
헌법｣제33조
에 대한 체계적 해석상, 헌법이 특별히 개별적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현행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 나아가 근로3권을 하나의 일체의
5)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판례집 21-2,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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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라고 이해하든, ‘단체행동권’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이해하든,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한 법률로써 당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박탈
하는 것은 ｢
헌법｣제3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청원경찰법｣제5조 제4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야 하는 입법자는 이 점을 심각
것이다.7) 향후 ｢
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정영훈(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6) 2009. 10. 29. 2007헌마1359 결정의 합헌 의견은 이에 대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쟁의행위의 금지는 특
수경비원에게 보장되는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지, 그 자체로 근로3권의 보장에 관한 ｢
헌법｣제33조
헌법｣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공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반대견해에서는 ｢
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
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
헌법｣제33조 제2항과 제3
항의 개별유보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
헌법｣제37조 제2항의 일반유보조항에 의한 것인 만큼, ｢
헌법｣제33
조 제2항과 제3항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
헌법｣제3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결론은 도출될 수 없는 것
이다.”라고 하고 있다.
7) 2009. 10. 29. 2007헌마1359 결정의 합헌 의견은 ｢
경비업법｣제15조 제3항의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단지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적어
도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ㆍ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
소한의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합헌 의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특수경비원의
업무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관한 것으로서 경찰 업무의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본래 ｢
경찰공무원법｣
상의 경찰관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국가 예산상의 한계 등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이를 특수경비원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총기
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발사하는 것까지 가능한 업무의 집행은 국가의 고권적 권
한 행사(Ausübung hoheheitsrechtliche Befugnisse)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
헌법｣제33조 제4
항은 국가의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실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되어
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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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
- 수원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

【판결요지】
피고 평택시 버스회사 등에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승강설
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승차거부 등’이라 한다)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
서는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피
고 평택시 버스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면에서는 교통약자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각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
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평택시 버스회사 등은 위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
별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휠체어 이용자인 장애인이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휠체어 탑승 시설
이 없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차별일까? 탑승 시설이 없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리뷰 대상판례는 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고, 버스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
급심 사건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평택시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원고는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10.부터 2016. 11. 1.까지 평택시의
80번 버스, 20번 버스, 7-1번 버스, 1-1번 버스 등의 버스기사들로부터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
를 이용하지 못한 채 승차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러한 승차거부가 장애인 차별이라 여기고 버
스회사들과 평택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2007. 4. 10.에 제정되어 2008. 4. 11.부터 시행되고 있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93

2017년 11월호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4조
에서는 차별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차별판단에 대해서 “차별의 원인이 2
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 고용(제1절), 교육(제2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3절),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4절), 모‧부성권, 성 등(제5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6절)으로 분류하여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승차거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장 제3절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해당하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 제2항, 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2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
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
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제도를 적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
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
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2. 버스회사의 책임
대상판결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 부지,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아니하거나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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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설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는 버스기사 개인의 측면에서는 여객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행위이고, 버스기사들이 소속된 회사 등 교통사업자의 측
면에서는 교통약자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각 위반한
행위이며, …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동권을 침해당하고, 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승차거부 등을 당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버스회사 등은 위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위 버스기사
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
며 버스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 산정에서 원고의 나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의 시기,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원고
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버스회사당 1백만 원씩을 인정하였다.

3. 평택시의 책임
원고는 평택시가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이 이
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기
사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교통약
자법 제13조,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버스회사 등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평택지원은 버스기사들이 장애인인 원고에게 승차거부 등을 한 것을 두고 평택시가
이를 방치하여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만으
로 원고에게 곧바로 평택시에 대하여 버스회사 등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평택
시가 제19조 제5항에 규정된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결 론
대상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
당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으로 하급심이지만 차별판단의 지평을
넓힌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택지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9조 제5항의 의무 이행
을 구하는 절차 또는 불이행시의 구제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위 의무규정만으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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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등 교통약자에게 곧바로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이 부여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평택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만으로 권리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리침해가 있는 경
우에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시정조치)을 인정해 주여야 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차별 사건의 특성상 더 넓게 적극
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들이 그에 대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구제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시정조치를 명한 판결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대상판결은 평택시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적극적 조치
와 관련하여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신수정(서울시립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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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7년 8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6% 증가(전월대비 동일)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6% 증가함(전
월대비 건설업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증가해 보합).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7.8%), 자동차(14.8%), 기계장비(17.1%)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
송장비(-37.9%), 금속가공(-4.7%), 비금속광물(-6.7%) 등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함(전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3.9%), 전문․과학․기술(-1.8%), 예술․스포츠․여가(-2.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4.9%), 보건․사회복지(6.6%), 출판․영상․방송통신․정
보(3.6%), 부동산․임대(5.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6.1%) 등이 늘어 2.1% 증가함(전월대
비 0.1% 증가).

◈ 2017년 8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와 의복 등 준내구재(-1.7%) 판매는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5.6%)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전월대비 1.0%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5.3%)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7.3%) 투자가 늘어 전
년동월대비 13.2% 증가함(전월대비 0.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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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공장․창고, 주택 등 건
축(0.9%)에서 증가하였으나, 철도․궤도, 발전․통신 등 토목(-14.9%)에서 줄어 전년동월에
비해 3.4% 감소함.

◈ 2017년 8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선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2017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2.9% 상승)
○ 2017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59(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함(전월
대비 0.1%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연간

2014
전산업
광공업
생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비 소비재 판매
투자 설비투자
물가

1.4
0.2
0.3
-0.7
2.3
2.0
5.2
1.3

2015
1.9
-0.3
-0.3
5.0
2.9
4.1
6.9
0.7

2016
3.0
1.0
1.0
15.4
3.0
4.3
-1.3
1.0

2015
3/4
4/4
2.5 2.7
0.4 0.4
0.2 0.6
8.7 10.7
2.9 3.3
3.6 6.3
10.8 2.0
0.6 0.9

1/4
2.1
-0.3
-0.5
13.2
2.8
5.0
-7.6
0.9

분기
2016
2/4 3/4 4/4
3.2 3.0 3.5
0.7 0.5 2.8
0.9 0.6 2.9
15.8 14.5 17.7
3.5 3.6 2.1
5.9 3.5 2.5
0.6 -4.7 5.9
0.8 0.7 1.5

월

2017
1/4
3.9
3.7
3.8
17.9
2.6
1.9
18.1
2.1

2/4p
2.7
0.5
0.4
13.6
2.3
1.7
17.7
1.9

2016
8월
4.5
2.2
2.1
2.1
4.4
6.2
3.3
1.3

2017
7월p
8월p
2.0( 1.0) 2.6( 0.0)
-0.2( 1.7) 2.7( 0.4)
-0.4( 1.6) 2.9( 0.5)
-0.4( 3.0) 2.9(-2.0)
2.2( 0.6) 2.1( 0.1)
3.5( 0.1) 0.8(-1.0)
25.1(-5.1) 13.2(-0.3)
2.6
2.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
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
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전산업의 2016년 및 분기지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은 2016년 9월, 2017년 8월과 9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소비자물가동향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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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
(3.9%), 식료품․비주류음료(3.3%), 음식․숙박(2.4%), 교통(2.7%), 기타상품․서비스
(2.7%) 등 11개 부문은 상승하였고 오락․문화(-1.4%)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3.1%), 식품 이외(2.7%) 모두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전
월대비 0.3% 상승).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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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12
16년08월

10

17년7월p

17년8월p

8
6
4
2
0
-2
-4

보건·사회복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부동산·임대

금융·보험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운수

도소매

협회·수리·개인

교육

하수·폐기물처리

전문·과학·기술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전체

-6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101

2017년 11월호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103.0
102.0
101.0
100.0
99.0
98.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7.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 4 7 10 1p 4 7p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102

주요 노동동향

고용 동향
◈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17년 9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7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3천 명(1.0%) 증가함.
－ 취업자는 26,844천 명으로 314천 명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231천 명
증가하여 남성 취업자 증가 83천 명보다 약 3배 많음.
－ 실업자는 51천 명 감소한 935천 명으로 실업률은 3.4%(0.2%p 감소), 남성 실업자(585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3.7%(전년동월대비 보합) 기록했고 여성
실업자(350천 명)는 49천 명 증가하여 3.0%(0.4%p 감소) 기록했음.
○ 2017년 9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은 0.2%p 감소하였고, 여성(53.1%)은 0.4%p 상승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9월 중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여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였는데 여성 고용률은 0.7%p 증가한
51.6%를 기록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0.1%p 감소한 71.4%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0.5%p 상승한 66.9%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6%p 높
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0.1%p 상승한 76.3%를 기록했고 여성은 0.8%p 상승한 57.3%를
기록했음.
○ 2017년 9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천 명(0.3%) 증가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는 114천 명 감소하였고 ‘재학’과 ‘통학’은 143천 명
감소가 지속중인 가운데, ‘쉬었음’은 187천 명 증가하여(그림 2 오른쪽)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지속됨.
－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취업준비’ 사유는 2017년 9월 85천 명 증가하
였고 ‘연로’에서는 65천 명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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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016

2017

9월

9월

7월

8월

9월

2014

2015

2016

42,513

43,017

43,416

43,119

43,488

43,776

43,792

43,805

( 1.0)

( 1.2)

( 0.9)

( 1.2)

( 0.9)

( 0.8)

( 0.8)

( 0.7)

26,536

26,913

27,247

27,129

27,516

27,879

27,740

27,779

(증가율)

( 2.6)

( 1.4)

( 1.2)

( 1.4)

( 1.4)

( 1.1)

( 0.8)

( 1.0)

취업자

25,599

25,936

26,235

26,264

26,531

26,916

26,740

26,844

(증가율)

( 2.1)

( 1.3)

( 1.2)

( 1.3)

( 1.0)

( 1.2)

( 0.8)

( 1.2)

증가수

533

337

299

347

267

313

212

314

남성

(266)

(132)

(151)

(118)

(177)

(131)

( 38)

( 83)

여성

(267)

(205)

(148)

(229)

( 90)

(181)

(174)

(231)

참가율

62.4

62.6

62.8

62.9

63.3

63.7

63.3

63.4

남성

(74.0)

(73.8)

(73.9)

(73.9)

(74.3)

(74.6)

(74.1)

(74.1)

여성

(51.3)

(51.8)

(52.1)

(52.4)

(52.7)

(53.2)

(53.0)

(53.1)

고용률

60.2

60.3

60.4

60.9

61.0

61.5

61.1

61.3

남성

(71.4)

(71.1)

(71.1)

(71.4)

(71.5)

(71.9)

(71.2)

(71.4)

여성

(49.5)

(49.9)

(50.2)

(50.9)

(50.9)

(51.5)

(51.3)

(51.6)

실업자

937

976

1,012

866

986

963

1,001

935

실업률

3.5

3.6

3.7

3.2

3.6

3.5

3.6

3.4

남성

( 3.6)

( 3.7)

( 3.8)

( 3.4)

( 3.7)

( 3.6)

( 3.8)

( 3.7)

여성

( 3.5)

( 3.6)

( 3.6)

( 2.9)

( 3.4)

( 3.3)

( 3.3)

( 3.0)

15,977

16,105

16,169

15,990

15,972

15,897

16,052

16,026

(증가율)

(-1.5)

( 0.8)

( 0.4)

( 0.9)

(-0.1)

( 0.2)

( 0.7)

( 0.3)

참가율

67.8

68.3

68.7

68.4

69.0

69.7

69.4

69.4

남성

(78.6)

(78.6)

(78.9)

(78.6)

(79.2)

(79.8)

(79.3)

(79.4)

여성

(57.0)

(57.9)

(58.4)

(58.1)

(58.7)

(59.4)

(59.2)

(59.2)

고용률

65.3

65.7

66.1

66.1

66.4

67.2

66.7

66.9

남성

(75.7)

(75.7)

(75.8)

(75.8)

(76.2)

(76.8)

(76.2)

(76.3)

여성

(54.9)

(55.7)

(56.2)

(56.3)

(56.5)

(57.4)

(57.1)

(57.3)

비경제활동인구

15∼
64세

2015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경제활동인
구)*100
자료 :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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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룰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취업자 증감

600

1.2
1.0

500

0.8
400
0.6
300

0.4

200

0.2
0.0

100

-0.2
0
1
'15

3

5

7

9

11

1
'16

전체

3

5

7

남성

9

11

1
'17

3

5

7

9

-0.4
1 2 3 4 5 6 7 8 9 101112 1 2 3 4 5 6 7 8 9 101112 1 2 3 4 5 6 7 8 9
'15
'16
'17

여성

15세 이상

15~64세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증감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2.0

400

1.5

300

1.0

200

0.5

100
0

0.0

-100

-0.5

-200

-1.0

2015.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6.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7.1
2
3
4
5
6
7
8
9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15.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6.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7.1
2
3
4
5
6
7
8
9

-300

-1.5

전체
취업준비

육아+가사
연로

재학+수강
쉬었음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
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5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 지속
○ 2017년 9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20대(42천 명, 1.1%)와 40대(68천 명, 1.0%)에서 감소가 지속
중인 가운데 60세 이상(274천 명, 6.7%), 50~59세(110천 명, 1.8%), 30대(27천 명, 0.5%)에서는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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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이후 50대에서 10만 명 이상, 60대에서 2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중
임(그림 3 참조).
－ 20대 후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증가했으나 20대 초반에서 취업자가 67천 명
감소하여 20대 취업자는 감소하였음.
－ 30대 초반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속중인 가운데 30대 후반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어 30대 취업자는 2017년 9월 전년동월대비 27천 명 증가로 전환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체

15～19세

20～29세

20～24세

25～29세

30～39세

30～34세

35～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16

2017

2015

2016

9월

9월

7월

8월

9월

25,599

25,936

26,235

26,264

26,531

26,916

26,740

26,844

( 2.1)

( 1.3)

( 1.2)

( 1.3)

( 1.0)

( 1.2)

( 0.8)

( 1.2)

244

245

240

224

220

280

254

232

( 9.1)

( 0.1)

(-2.0)

(-3.0)

(-2.0)

( 0.9)

(-7.0)

( 5.6)

3,625

3,693

3,746

3,732

3,777

3,818

3,771

3,735

( 1.6)

( 1.9)

( 1.4)

( 2.7)

( 1.2)

(-0.5)

(-0.0)

(-1.1)

1,359

1,422

1,417

1,439

1,428

1,442

1,406

1,361

( 6.4)

( 4.6)

(-0.3)

( 4.8)

(-0.8)

(-1.1)

(-2.2)

(-4.7)

2,266

2,272

2,329

2,292

2,350

2,377

2,365

2,374

(-1.1)

( 0.2)

( 2.5)

( 1.4)

( 2.5)

(-0.1)

( 1.3)

( 1.0)

5,714

5,676

5,640

5,671

5,629

5,646

5,599

5,656

(-0.4)

(-0.7)

(-0.6)

(-1.2)

(-0.7)

( 0.0)

(-0.2)

( 0.5)

2,908

2,863

2,726

2,861

2,692

2,621

2,596

2,611

( 0.4)

(-1.5)

(-4.8)

(-2.4)

(-5.9)

(-3.8)

(-3.7)

(-3.0)

2,806

2,813

2,914

2,810

2,937

3,025

3,003

3,045

(-1.2)

( 0.2)

( 3.6)

( 0.1)

( 4.5)

( 3.6)

( 3.0)

( 3.7)

6,682

6,668

6,640

6,707

6,656

6,622

6,592

6,588

( 0.6)

(-0.2)

(-0.4)

( 0.2)

(-0.8)

(-0.7)

(-1.0)

(-1.0)

5,845

5,994

6,086

6,049

6,148

6,249

6,233

6,258

( 4.3)

( 2.5)

( 1.5)

( 2.3)

( 1.6)

( 2.4)

( 1.8)

( 1.8)

3,489

3,661

3,884

3,882

4,101

4,301

4,291

4,375

( 6.1)

( 4.9)

( 6.1)

( 4.6)

( 5.6)

( 5.6)

( 5.1)

( 6.7)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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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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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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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
'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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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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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15~24세

3

5

25~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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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1
'16
40대

3

5

7
50대

9

11

1
'17

3

5

7

9

60세 이상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30대 초반 여성>

<30대 후반 여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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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

20

20

0

0

-20

-20

-40

-40

-60

-60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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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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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미혼

기혼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4
'15
'16
'17
미혼

기혼

자료 : 통계청 KOSIS.

◈ 임금근로자 증가 및 비임금근로자 감소
○ 2017년 9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9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8천 명(1.6%)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8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0.1%) 감소했음.
－ 2017년 9월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07천 명 감소하여 11개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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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용근로자
는 375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를 지지중임(그림 5 왼쪽).
－ 한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9월 대비 39천 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
자는 7천 명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0천 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했음
(그림 5 오른쪽).
<표 5>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체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17시간

18∼35시간

36시간 이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

2016

2017

9월

9월

7월

8월

9월

2014

2015

2016

25,599

25,936

26,235

26,264

26,531

26,916

26,740

26,844

( 2.1)

( 1.3)

( 1.2)

( 1.3)

( 1.0)

( 1.2)

( 0.8)

( 1.2)

6,857

6,706

6,689

6,796

6,885

6,867

6,857

6,880

(-0.2)

(-2.2)

(-0.3)

(-2.9)

( 1.3)

( 0.6)

(-0.6)

(-0.1)

1,550

1,581

1,561

1,578

1,596

1,566

1,559

1,603

( 2.7)

( 2.0)

(-1.3)

( 1.6)

( 1.1)

(-0.3)

(-2.2)

( 0.4)

4,102

3,982

4,009

4,015

4,083

4,131

4,137

4,122

(-0.9)

(-2.9)

( 0.7)

(-4.1)

( 1.7)

( 1.3)

( 0.8)

( 1.0)

1,205

1,144

1,119

1,203

1,206

1,170

1,160

1,156

(-1.3)

(-5.1)

(-2.2)

(-4.3)

( 0.2)

(-0.6)

(-3.4)

(-4.2)

18,743

19,230

19,546

19,468

19,646

20,049

19,883

19,964

( 3.0)

( 2.6)

( 1.6)

( 2.9)

( 0.9)

( 1.4)

( 1.3)

( 1.6)

12,156

12,588

12,974

12,757

13,050

13,379

13,426

13,426

( 3.8)

( 3.6)

( 3.1)

( 4.5)

( 2.3)

( 3.0)

( 3.5)

( 2.9)

5,032

5,086

5,104

5,170

5,144

5,096

5,029

5,038

( 2.9)

( 1.1)

( 0.4)

( 0.6)

(-0.5)

(-3.1)

(-3.2)

(-2.1)

1,555

1,556

1,469

1,541

1,452

1,574

1,428

1,501

(-2.2)

( 0.1)

(-5.6)

(-1.7)

(-5.8)

( 2.8)

(-2.5)

( 3.4)

1,177

1,222

1,273

1,193

1,227

1,333

1,575

1,352

(0.5)

( 3.9)

( 4.1)

( 4.2)

( 2.9)

( 4.0)

( 3.6)

(10.2)

2,792

2,776

3,206

2,470

2,576

2,816

6,799

2,719

(-21.2)

(-0.6)

(15.5)

( 3.6)

( 4.3)

( 7.3)

(-2.3)

( 5.5)

21,220

21,535

21,346

22,295

22,375

22,413

17,751

22,468

( 6.4)

( 1.5)

(-0.9)

( 1.1)

( 0.4)

( 0.6)

( 2.2)

( 0.4)

43.8

43.6

43.0

44.0

43.4

43.2

39.7

42.9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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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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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11 1 3 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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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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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직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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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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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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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

4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7

자료 : 통계청 KOSIS.

◈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 회복 및 공공행정 취업자 증가
○ 제조업 취업자가 9월 20천 명 증가로 지난달(25천 명 증가)에 이어 큰 증가폭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증가폭을 회복함.
－ 2017년 9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8월 주춤했던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34천 명)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108천 명 증가를 기록하였고 건설업과 연관
된 부동산 및 임대업 취업자는 33천 명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은 견조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9월 62천 명 취업자가 증가
하였고 공공행정 부문도 취업자가 크게 늘어 9월 98천 명 증가를 기록하였음.
－ 반면 2017년 8월 감소폭을 더했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9월 11천 명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
며, 7월 감소로 전환했던 도소매업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8천 명 증가하였음(그림 6
참조).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5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9월 전년동월대비
44천 명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이 중 상용직의 감소(42천 명 감소)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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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 원료재생․복원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여가
협회․단체․수리․기타
가구내 및 자가
국제 및 외국기관

2014

2015

2016

25,599
( 2.1)
1,452
(-4.5)
13
(-15.8)
4,330
( 3.5)
83
(-8.3)
87
(20.1)
1,796
( 2.4)
3,792
( 3.6)
1,407
(-0.5)
2,098
( 6.4)
714
( 3.1)
837
(-3.0)
508
( 4.6)
1,025
( 0.3)
1,180
( 0.6)
957
(-0.8)
1,807
( 3.4)
1,693
( 8.9)
394
( 0.3)
1,299
(-1.0)
116
(-32.5)
14
(91.9)

25,936
( 1.3)
1,345
(-7.4)
14
( 2.0)
4,486
( 3.6)
93
(12.1)
88
( 1.0)
1,823
( 1.5)
3,783
(-0.2)
1,409
( 0.2)
2,179
( 3.9)
772
( 8.1)
789
(-5.8)
535
( 5.3)
1,048
( 2.3)
1,249
( 5.8)
936
(-2.2)
1,818
( 0.6)
1,770
( 4.5)
424
( 7.9)
1,277
(-1.7)
82
(-29.0)
18
(29.4)

26,235
( 1.2)
1,286
(-4.4)
19
(38.6)
4,481
(-0.1)
89
(-3.8)
96
( 9.0)
1,845
( 1.2)
3,729
(-1.4)
1,412
( 0.2)
2,277
( 4.5)
786
( 1.8)
797
( 0.9)
570
( 6.7)
1,102
( 5.2)
1,293
( 3.5)
993
( 6.1)
1,846
( 1.5)
1,851
( 4.6)
406
(-4.3)
1,272
(-0.4)
69
(-15.5)
16
(-11.5)

주 :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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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월
26,264
( 1.3)
1,489
(-7.5)
14
(10.7)
4,512
( 3.8)
94
(10.0)
89
( 4.7)
1,838
( 0.0)
3,763
(-1.2)
1,413
( 1.2)
2,203
( 3.8)
780
(11.3)
793
(-4.5)
542
( 3.2)
1,066
( 4.7)
1,273
(10.1)
952
(-3.0)
1,834
( 0.0)
1,829
( 3.9)
423
(4.4)
1,258
(-1.5)
77
(-27.6)
21
(35.1)

2016
9월
26,531
( 1.0)
1,423
(-4.4)
19
(35.3)
4,436
(-1.7)
88
(-6.5)
102
(14.5)
1,879
( 2.2)
3,749
(-0.4)
1,398
(-1.0)
2,305
( 4.6)
792
( 1.5)
807
( 1.7)
577
( 6.6)
1,104
( 3.6)
1,304
( 2.4)
1,004
( 5.4)
1,871
( 2.0)
1,905
( 4.2)
403
(-4.8)
1,283
( 2.0)
67
(-12.6)
14
(-33.8)

7월
26,916
( 1.2)
1,426
( 1.7)
24
(23.1)
4,513
( 1.1)
85
(-8.0)
102
( 5.3)
1,976
( 5.4)
3,759
(-0.3)
1,385
(-0.9)
2,312
(-0.8)
768
(-5.3)
771
(-4.7)
653
(12.5)
1,094
(-2.6)
1,309
( 1.2)
1,066
( 2.4)
1,922
( 4.8)
1,937
( 3.0)
445
( 7.3)
1,297
( 1.4)
61
(-17.4)
12
(-30.3)

2017
8월
26,740
( 0.8)
1,434
( 1.3)
24
(28.4)
4,442
( 0.6)
84
(-5.5)
93
(-4.5)
1,925
( 1.8)
3,787
( 0.7)
1,382
(-1.0)
2,301
(-1.7)
792
(-1.4)
784
(-2.4)
621
( 6.7)
1,067
(-3.1)
1,315
( 1.6)
1,090
( 7.4)
1,883
( 2.0)
1,935
( 2.5)
426
( 5.9)
1,284
(-0.7)
60
(-4.9)
14
(-19.1)

9월
26,844
( 1.2)
1,452
( 2.1)
24
(25.9)
4,456
( 0.4)
87
(-0.7)
92
(-9.7)
1,987
( 5.8)
3,797
( 1.3)
1,389
(-0.7)
2,294
(-0.5)
779
(-1.7)
788
(-2.4)
611
( 5.7)
1,060
(-4.0)
1,315
( 0.9)
1,102
( 9.8)
1,854
(-0.9)
1,967
( 3.3)
422
( 4.7)
1,296
( 1.1)
60
(-10.5)
1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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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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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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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7년 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2017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18천 원(3.0%↑)임.
－ 2017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한 3,698천 원이었으며, 비상
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1,554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은 정액급여 증가폭 확대에 기인함(3.2% ⇥ 3.4%).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
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7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 2017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폭
의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 그침.
－ 2016년 7월 0.4%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년 7월 2.2%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상
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7년 1~7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0%,
1.0% 상승에 그쳐 상승폭 둔화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4.0% → 2.6%)이 크게 둔화함.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5.0%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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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7
2013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임금총액

상용
근로자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2014

2015

2016

1～7월
평균

7월

3,111

3,190

3,300

3,425

3,381

3,415

3,483

3,518

(3.9)

( 2.5)

(3.5)

(3.8)

(4.0)

(3.0)

( 3.0)

( 3.0)

3,299

3,378

3,490

3,623

3,571

3,605

3,665

3,698
( 2.6)

1～7월
평균

7월

(3.8)

( 2.4)

(3.3)

(3.8)

(4.0)

(3.3)

( 2.6)

2,578

2,660

2,749

2,838

2,824

2,857

2,917

2,954

(4.4)

( 3.2)

(3.3)

(3.3)

(3.5)

(3.2)

( 3.3)

( 3.4)

184

201

216

225

224

222

227

224

(1.7)

( 9.3)

(7.4)

(3.8)

(3.9)

(4.3)

( 1.2)

( 0.9)

537

516

525

560

523

525

521

519

(1.8)

(-3.7)

(1.6)

(6.7)

(6.7)

(3.2)

(-0.3)

(-1.2)

1,377

1,387

1,424

1,469

1,450

1,482

1,523

1,554
( 4.9)

(6.5)

( 0.7)

(2.7)

(3.1)

(2.6)

(2.3)

( 5.0)

107.8

109

109.8

101.6

100.7

100.6

102.7

102.9

(1.2)

( 1.3)

(0.7)

(1.0)

(0.8)

(0.4)

( 2.0)

( 2.2)

2.5

1.2

2.7

2.8

3.1

2.7

1.0

0.7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201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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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
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
e-나라지표｣
,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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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3.9%
○ 2017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2017년 9월 현재 임금결정 진도율은 48.8%로 전년동월대비 부진함.

◈ 2017년 7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
○ 2017년 7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0%, 2.1% 상승함.
－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3,19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
됨. 이는 정액급여증가율의 확대(1.2%p↑)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92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폭은 둔화된 반면, 특별급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7월 평균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둔화
○ 2017년 1~7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4,957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0% 상승에 그
친 가운데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3,137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4.4% 상승함.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소계
상용임금총액
정액급여
중소
규모
초과급여
특별급여
비상용임금총액
소계
상용임금총액
정액급여
대규모
초과급여
특별급여
비상용임금총액

2015

2016

2,938 ( 3.6)
3,110 ( 3.4)
2,577 ( 2.9)
184 ( 6.6)
349 ( 5.3)
1,434 ( 3.2)
4,849 ( 3.7)
5,017 ( 3.9)
3,438 ( 5.1)
349 (10.4)
1,230 (-0.7)
1,329 (-1.8)

3,048 ( 3.7)
3,228 ( 3.8)
2,660 ( 3.2)
197 ( 7.3)
371 ( 6.1)
1,486 ( 3.6)
4,959 ( 2.3)
5,131 ( 2.3)
3,519 ( 2.3)
331 (-5.2)
1,281 ( 4.2)
1,311 (-1.4)

1～7월 평균
3,005 ( 3.6)
3,180 ( 3.6)
2,648 ( 3.2)
195 ( 7.2)
336 ( 5.6)
1,464 ( 3.2)
4,907 ( 2.4)
5,067 ( 2.5)
3,498 ( 3.0)
334 (-5.6)
1,236 ( 3.5)
1,317 (-3.8)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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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73 ( 3.6)
3,257 ( 3.9)
2,678 ( 3.1)
199 ( 7.8)
381 ( 7.2)
1,478 ( 2.9)
4,826 ( 0.5)
4,937 ( 0.6)
3,545 ( 2.5)
313 (-4.7)
1,080 (-3.9)
1,529 (-4.5)

2017
1～7월 평균
7월
3,137 ( 4.4)
3,195 ( 4.0)
3,306 ( 4.0)
3,369 ( 3.4)
2,756 ( 4.1)
2,792 ( 4.3)
202 ( 3.6)
202 ( 1.6)
347 ( 3.2)
375 (-1.5)
1,536 ( 4.9)
1,547 ( 4.7)
4,957 ( 1.0)
4,928 ( 2.1)
5,112 ( 0.9)
5,039 ( 2.1)
3,563 ( 1.9)
3,614 ( 2.0)
324 (-2.7)
317 ( 1.2)
1,224 (-0.9)
1,108 ( 2.7)
1,400 ( 6.3)
1,645 ( 7.6)

주요 노동동향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서 비롯됨.
[그림 3] 1~7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과 특별급여증가율(우)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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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중소규모

대규모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7년 7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 증가
○ 2017년 7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운수업(9.6%)이었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
업(9.3%)으로 9%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교육서비스업(-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4%),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
비스업(-0.4%)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했으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0.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7%)도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7월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908천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숙
박 및 음식점업(2,017천 원)이었음.

◈ 2017년 1~7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9%)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1~7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1%↑)이었으며, 도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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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5.4%), 운수업(5.0%) 등 주요 내수산업으로 나타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9%)의 임금이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및 임대업(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은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조업(2.9%)도 전
산업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7

2015

2016

1～7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3,300 (3.5)

3,425 (3.8)

3,381 (4.0)

3,415 ( 3.0)

3,483 ( 3.0)

3,518 ( 3.0)

광업

3,676 (5.6)

3,796 (3.3)

3,780 (3.0)

4,122 ( 4.3)

3,878 ( 2.6)

4,325 ( 4.9)

제조업

3,617 (3.2)

3,755 (3.8)

3,708 (4.3)

3,696 ( 3.0)

3,817 ( 2.9)

3,794 ( 2.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6,008 (7.2)

5,242 ( 6.9)

5,952 (-0.9)

5,275 ( 0.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29 (5.5)

3,149 ( 8.2)

3,142 ( 3.7)

3,242 ( 3.0)

건설업

2,591 (3.8)

2,673 (3.2)

2,665 (3.1)

2,606 ( 1.9)

2,770 ( 3.9)

2,787 ( 6.9)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378 (5.0)

3,386 ( 4.7)

3,559 ( 5.4)

3,585 ( 5.9)

운수업

2,952 (5.3)

3,102 (5.1)

3,018 (4.8)

3,031 (-2.4)

3,168 ( 5.0)

3,322 ( 9.6)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60 (3.8)

1,846 ( 6.0)

1,991 ( 7.1)

2,017 ( 9.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129 (3.8)

4,098 ( 5.0)

4,246 ( 2.8)

4,167 ( 1.7)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5,703 (4.2)

5,638 ( 6.0)

5,866 ( 2.9)

5,908 ( 4.8)

부동산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588 (5.0)

2,696 ( 7.5)

2,630 ( 1.6)

2,797 ( 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627 (5.9)

4,757 ( 5.5)

4,737 ( 2.4)

4,737 (-0.4)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42 (3.1)

2,112 ( 5.4)

2,084 ( 2.1)

2,103 (-0.4)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610 (1.9)

4,223 ( 1.2)

3,717 ( 2.9)

4,135 (-2.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22 (2.7)

2,840 ( 3.2)

2,885 ( 2.2)

2,915 ( 2.6)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98 (6.2)

2,754 ( 4.3)

2,723 ( 4.8)

2,874 ( 4.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15 (6.5)

2,503 ( 2.8)

2,527 ( 4.6)

2,621 ( 4.7)

전산업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7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5시간
(-1.4%) 감소한 171.6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5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 2017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
월대비 2.5시간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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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하였
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5.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함.

◈ 2017년 1~7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0시간 감소한 169.3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2일로 같음)
○ 2017년 1~7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4.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7%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0.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9%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7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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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증가율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7년 7월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6%, 0.7% 감소(사업체규모별 1~7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감소)
○ 7월 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72.0시간(-1.6%), 대규모 사업체는 170.1시
간(-0.7%)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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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중소
규모

2016

2017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체 근로시간

173.2 ( 0.7)

172.0 ( -0.7) 171.1 ( -1.3)

174.8 (-6.3)

170.0 ( -0.6)

172.0 (-1.6)

상용 총근로시간

179.6 ( 0.7)

178.6 ( -0.6) 177.4 ( -1.3)

181.2 (-6.2)

176.1 ( -0.7)

178.1 (-1.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 ( 0.8)

166.1 ( -0.8) 165.1 ( -1.4)

168.6 (-6.8)

164.1 ( -0.6)

166.2 (-1.4)

12.3 ( 0.8)

12.6 ( 2.4)

12.0 ( -2.4)

11.9 (-5.6)

117.5 (-1.5)

115.7 ( -1.5) 115.5 ( -0.9)

119.2 (-4.9)

112.6 ( -2.5)

114.6 (-3.9)

전체 근로시간

169.7 ( 0.5)

166.9 ( -1.6) 167.0 ( -2.3)

171.3 (-7.0)

166.1 ( -0.5)

170.1 (-0.7)

상용 총근로시간

173.7 ( 0.9)

170.8 ( -1.7) 170.5 ( -2.2)

173.0 (-7.0)

169.3 ( -0.7)

171.7 (-0.8)

158.3 ( 1.1)

157.0 ( -0.8) 156.4 ( -1.3)

159.9 (-6.9)

156.8 ( 0.3)

159.5 (-0.3)

상용 초과근로시간
비상용근로시간

대규모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2.2 ( 0.0)

12.4 ( 1.6)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 (-1.3)

13.7 (-11.0)

14.1 (-11.3)

13.1 (-9.0)

12.5 (-11.3)

12.2 (-6.9)

비상용근로시간

86.9 (-7.4)

85.5 ( -1.6)

88.6 ( -3.4)

121.2 (-6.2)

94.3 ( 6.4)

121.4 ( 0.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7년 7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
업(-2.3%)과 교육서비스업(-2.3%)이었음.
－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9%) 등에
서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으며,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3%), 숙박 및
음식점업(1.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3%) 등에서는 증가하였음.
－ 7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8.6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7.3시간)으로 나타남.
○ 1~7월 평균 근로시간은 산업별 차이를 보임. 부동산 및 임대업(-2.0%)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가운데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2%)은 가장 많이 증가함.
－ 1~7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6.4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5시간)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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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172.6 ( 0.7)

광업
제조업

2017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171.0 (-0.9)

170.3 (-1.4)

174.1 (-6.4)

169.3 (-0.6)

171.6 (-1.4)

179.2 (-0.1)

179.0 (-0.1)

178.1 (-0.9)

183.1 (-4.5)

181.1 ( 1.7)

182.2 (-0.5)

186.3 ( 0.5)

184.5 (-1.0)

184.1 (-1.6)

188.0 (-6.0)

183.1 (-0.5)

184.9 (-1.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 ( 0.2)

167.5 (-1.9)

166.7 (-2.8)

172.6 (-4.7)

166.4 (-0.2)

168.7 (-2.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 ( 0.0)

177.1 (-0.4)

175.6 (-1.2)

177.1 (-7.4)

179.5 ( 2.2)

181.1 ( 2.3)

건설업

147.4 (-0.7)

145.7 (-1.2)

146.1 (-0.9)

149.0 (-6.8)

145.5 (-0.4)

147.3 (-1.1)

도매 및 소매업

172.9 ( 0.3)

171.4 (-0.9)

170.3 (-1.9)

173.9 (-6.8)

169.4 (-0.5)

171.2 (-1.6)

운수업

173.9 ( 0.5)

172.3 (-0.9)

171.7 (-1.2)

174.0 (-5.7)

169.4 (-1.3)

171.5 (-1.4)

숙박 및 음식점업

175.3 ( 0.1)

172.3 (-1.7)

170.8 (-2.3)

171.2 (-5.5)

171.2 ( 0.2)

173.1 ( 1.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3 ( 1.5)

163.3 (-0.6)

162.0 (-1.5)

166.4 (-7.3)

162.9 ( 0.6)

166.9 ( 0.3)

금융 및 보험업

164.3 ( 0.6)

162.8 (-0.9)

161.6 (-1.9)

164.9 (-8.2)

162.0 ( 0.2)

163.8 (-0.7)

부동산 및 임대업

192.8 ( 1.4)

191.2 (-0.8)

190.3 (-1.2)

192.0 (-6.0)

186.4 (-2.0)

188.6 (-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 ( 1.0)

163.3 (-1.0)

162.4 (-1.7)

166.1 (-7.4)

162.0 (-0.2)

164.6 (-0.9)

사업서비스업

173.2 ( 0.8)

171.7 (-0.9)

169.7 (-1.6)

172.8 (-7.0)

167.6 (-1.2)

169.6 (-1.9)

교육서비스업

151.5 (-0.3)

148.5 (-2.0)

147.9 (-3.1)

159.1 (-5.7)

146.9 (-0.7)

155.4 (-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 ( 1.1)

169.7 (-1.0)

168.6 (-1.7)

172.0 (-6.4)

166.5 (-1.2)

168.5 (-2.0)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6 ( 1.1)

159.7 (-0.6)

158.8 (-0.9)

164.3 (-4.8)

158.5 (-0.2)

162.5 (-1.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 ( 0.5)

163.6 (-0.1)

162.8 (-0.2)

169.3 (-4.6)

163.1 ( 0.2)

167.3 (-1.2)

전산업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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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9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641건
－ 지난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608건)보다 33건 많은 수치임.
○ 지난 9월 조정성립률 58.9%
－ 지난 9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6.1%에 비해 2.8% 높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2017. 9

641

2016. 9

608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204

11

45

21

58.9

198

14

57

38

56.1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620

332

143

189

232

28

570

280

113

167

219

2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통계｣
.

◈ 심판사건
○ 지난 9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0,093건
－ 지난 9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0,380건)보다 287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3.3%(1,119건), 기각․각하․취
하․화해 비율이 86.7%(7,314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9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처리내역

접수
건수

계

2017. 9

10,093

2017. 9

10,380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8,433

972

147

1,520

544

2,981

2,269

1,660

8,741

1,134

185

1,539

597

3,308

1,978

1,63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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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노동계 초청 대화
○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노동계 초청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4일 오후 노동계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함.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오늘 노동계
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
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국노총이 제안
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2부 만찬에서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함.
○ 2부 만찬 중 참석자 대화 요지
－ (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 정규직 전환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
－ (금융노조위원장 허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
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안
－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
－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윤영인 노조위원장)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
부심.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 추
진 요청
－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영화 및 비
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필요.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
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사회복지유니언 김준이 위원장)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
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
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요청

121

2017년 11월호

－ (청년유니언 김민수 위원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감사.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논의채널 구축 요청
－ (SK 하이닉스 허정우 위원장) 노동계도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정부도 원
하청 노사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

◈ 민주노총,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 10월 18일, 본부 출범
－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 투쟁을 함께했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취지에 공감하
는 단체들이 모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함.
－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
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개정
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11월 18일(토) 오후1시 서울역광장) 준비
○ 전국노동자대회, 비정규직 연대기금, 직가입조직 승인건 결의
－ 한국노총은 10월 17일, ‘제41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비
정규직 연대기금 조성, 직가입조직 승인건을 논의․결의함.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해 ‘비정규 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금 마련은 조직과 조합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추진하기로 함.
－ ‘한국노총 직가입조직 승인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한국공무원연맹과 통합논의를 진행중
인 대한민국교육연맹이 10월 말까지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통합을 전제
로 대한교육연맹을 한국노총에 직가입시키기로 함.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한국노총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
의를 제안한 것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위원장실에 ‘조직화 상황판’을 만들고, 비정규 연대기금을 조성해 한국노총이 조직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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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동향
○ 대전 을지대병원지부, 서울 을지병원지부 공동 파업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지부(서울)가 10월 10일 오전
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 노조측은 9월 27일 3차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10월 1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을 모색해왔지만, 10월 9일 최종교
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노조측은 두 병원의 임금 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명절수당, 하계
휴가비, 근속수당 등도 없어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고 주장함.
－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서울 을지대을지병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

▲ 을지병원의

▲ 대전 - 서울을지병

원의 모든 조합원은 단결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

▲ 5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산별적 투쟁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을지병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을 선포함.

◈ 전교조 투쟁 총투표 공고
○ 11월 6~8일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함.
－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에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알리고, 총력투쟁에 연가(조퇴) 투쟁을 포함할지 여부
를 결정할 예정임.
－ 전교조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지도부 단식․삭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교육부, 고용노
동부와 집중적인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 법정 구속
○ 임금체불․노사합의 파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법원이 노조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파기한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
고 법정 구속함.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은 11일 “국회 서약을 어기는 등 피고 책임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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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힘.
－ 기륭전자 비정규노동자들은 2005년 7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전원 해고된 바 있음. 이후
1,895일 동안 투쟁한 끝에 국회 중재로 2010년 11월 회사와 1년 6개월 뒤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회사는 중간에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시기를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노동
자들은 이를 수용함. 이후 회사는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도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않음. 최회장은 그해 12월 불시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야반도주까지 감행함.
－ 법원은 “회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서약했고 노사합의가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회사는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체불임금․근로자 수․규모를
비춰 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함.

◈ 공공기관 ‘공공연대기금’ 설립위원회 발족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만드는 ‘공공연대기금’ 설립위원회 발족
－ 10월 16일,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된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됨.
－ 설립추진위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교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치열했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이 결실을 맺게 됐다”
며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서 나온 부당이익을 사회화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계획
○ 인권위의 권고(2017. 5. 23)에 따른 조치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및 전문
가 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법․제도 개선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음(2017. 8. 29).
－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고용부
가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을 인정키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
실이 아니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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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17일간 총 6,138건 접수․상담
○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반영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 종료
－ 주말 포함, 지난 17일 동안 현장노동청에 3,100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되었고, 3,038건
의 현장 노동상담이 진행됨.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10개 현장노동청을 모두 방문하
여 현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 등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상담도 실시함.
－ 서울현장노동청 개청식(9. 12) 직후, 장관이 직접 받은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은 13일만
에 해결되었고, 대구․중부 현장노동청 방문 시 접수받은 2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각 불법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내림.
－ 고용노동부는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서를 10월 중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결정․처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11월 초 현장노동청 성과보고대회를 개
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
금 총 110억 1,700만 원 지급 지시
－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이
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함.
－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
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 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
했는데,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
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임.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임.
－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
휘․명령을 하여,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함.
－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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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함.
－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
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됨.
－ 고용부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
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
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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