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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부쳐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는 2002〜04년 주 40시간제 도입
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이후에 거의 없었다. 노동ㆍ고용분야에 대한 연구
중 아직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가 여럿 있는데 노동시간
연구도 파편적으로만 이루어져 왔을 뿐 제대로 연구된 것이 별로 없다.
선진국에서 고용과 실업,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노동생활의 질, 생애주
기, 일과 가정의 양립 등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수많은 연구 및 노
동시간 정책 등이 고민되어 온 것에 비하면, 노동시간에 대한 우리의 학
문적ㆍ정책적 관심과 노력은 지나치게 적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산업화
시대 이래 우리가 잘살게 될 때까지 ‘노동시간은 좀 더 길어도 상관없다’
는 안이한 인식이 고용ㆍ노동학자, 정책담당자, 경영계 심지어 노동계에
서도 암묵적으로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
는 장시간 노동 및 노동시간에 대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
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노동을 우리의 고용시스템, 생산체제,
일자리, 생애주기, 기업의 인사전략, 법적 규제, 통계, 교대제, 임금제도
등 노동시간과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과 연계하여 분석
하면서 우리의 장시간 노동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 노동시간과
의 부분적인 비교, 여러 산업의 노동시간 사례연구와 산업사례 비교를 통
해 여러 가지 노동시간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우리를 둘러싼 분업구조, 생산체제,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
성, 노동시장의 변화, 생애주의적 필요와 일과 가정의 양립 요구, 노동시
간 독점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제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지
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과 노동시간 단축이 퇴직연령의 65〜67세로의 연장에 바탕을 둔 현
재 우리의 25〜54세 고용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장은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적합한 ‘2013년 고용ㆍ노동체제의 재설계’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
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노동시간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라보는 시각,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에 따른 분석, 노동시간의 세부적인 측면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결합하여 제기하고 있는 핵심 쟁점들은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
이다. 본 연구에서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이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클 뿐 아니
라 정책 수행시 충격이 클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우리나라 노
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추가적인 노동시간 연구의 촉진, 노
동시간 정책의 전환 및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색되
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도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생산과 작업조직의 재조직화 및 혁신를 위해 머리를 맞
대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노동시간 체제가 한 단계 더 선진화하는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본원의 배규식 박사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무려 16명의 학자
들이 1년간 힘쓴 종합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연구진행 과정에서 각종 통
계작업에 힘써 준 본원의 김기민 연구원, 이화여대 박사과정의 조인경 연
구조교, 원고를 꼼꼼하게 정리해 준 주민규ㆍ문정혜 연구인턴, 편집을 담
당한 조문희 주임연구조원, 출판을 담당한 정철 출판팀장에게 필자를 대
신하여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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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 약

장시간 노동이 노동시간에 대한 법규제의 부재나 느슨함 때문에
유지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법적
인 쟁점 가운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휴일근로, 포괄임금제, 대기시간,
근로시간 특례제도, 근로시간의 적용제외제도, 연차휴가 등을 다루
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서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문제, 연장근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조정하는 문
제, 보상휴가제도나 노동시간 저축휴가제도, 1일 연속최소휴식시간
과 월 최대노동시간 이슈 등의 중요한 문제 등은 노동시간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제2장에서는 휴일근로를 다루고 있다. 우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실무관행은
노동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휴일근로시간을
주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노동법 해석과 집행이 실제로 한국
에서 장시간 근로를 유지ㆍ조장해 왔을 뿐 아니라 법이론상으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다르며, 가산임금의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는 연장근로의 시간 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
으며,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
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는 휴일근로의 시간 수도 포함되
어야 한다. 다음으로 입법적으로는 휴일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
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규칙성, 통일성, 전통과 관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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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원칙을 명시하고, 주 휴일의 길이는 ILO 제103호 권고에 맞게
36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
제3장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서는 제1권에서도 논의한 바 있으
나 법적 규제의 측면에서 다루어 본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임금지급 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고착시키는 기
능을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이미 포괄임금제가 판례를 통한 해석 법리로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금지를 명문화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대기시간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다.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 의무에서 벗
어나고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기시간에 관해 전적으로 근로자
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경영상 지휘명령권
의 잠정적, 부분적 행사 범위 안에 두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
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근
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실제 일을 하지 않
고 있다는 면에서 전형적인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어서 대기시간
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기시간 제도의 단
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업종별 혹은 사업 및 사업장별 사정 및 대기
시간 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업종이 있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비원, 식당 종업원, 버스, 트럭 및 택시 기사 등
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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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운수업
의 경우 노면운송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ILO 협약(제
153호, 1979년)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호텔이나 음식점 등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수를 달리 규정하고, 근로자들이 작업장을 벗어
나 자유롭게 대기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는 한 전체 대기시간이
그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의 근로시간 특례 제도도 그 필요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
은 가운데 지나치게 다수의 업종을 포괄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 왔
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시간 특례대상 사업을 광범위하게 정
해 놓고 있는데, 제1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중에는 압도적 다
수가 현실적으로 특례 제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근로
시간 특례 제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초
과근로를 해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중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는 최대근로시간
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여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현행법상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폐지되거나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럽국가들은 전 유
럽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 화물운송차량 운전자들에 대해
서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과 건강, 도로교통 및 시민의 안전 등을 고
려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
강을 위해서 근로일 간 연속최소휴식시간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제도도 남용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적용대상을 엄격히 하고 최저한의 근로시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적용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
다. 산업 기술의 발전이나 기업내 조직, 인사제도의 변화 등으로 인
하여 적용 제외 대상의 성격이나 내용이 변화한 경우가 있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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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의 대상에 대한 엄격하고 정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시간에 대해 전적으로 자율적인 재량을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
없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논의와 더불어 건강확보를 위한 최
저한의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
다. 근로시간 규제와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
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별도의 규제가 요청되는 근로자 집단은 구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를 모색하면서도 장시
간 근로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 규제에 치우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무시되는 경우 부작용
을 막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엄격하게 정의된 의미의 화이
트칼라 적용 제외 제도 식의 새로운 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내용이나 대우 등에 관한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고 근로자 본인
의 동의나 근로자 집단의 협의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
며, 나아가 건강 확보라는 장시간 근로에서 가장 우려되는 기본요
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7장은 연차휴가를 다루고 있다.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해서 구체
적으로는 연차휴가 발생, 연차휴가 소진율을 제1권에서도 다룬바
있으나, 여기에서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논의하고 있
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연차휴가의 낮은 소진율이다. 연차휴가
의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 연차휴가의 집단적, 계속적 사용을 소진
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사용자의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 및 시기지정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적법하
게 행사되면 근로자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
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
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원활한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여름
휴가 직전의 시기에 시기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권리남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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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의 휴가기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여섯 개 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하나의
법적인 노동시간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일 최대근로시간제
(혹은 1일 연속최소휴식시간제)와 1주 최대근로시간제를 시급히 도
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대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
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시간 및 기타 등등의 근로시
간을 모두 합해서 절대 초과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입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실
근로시간이 하루에 10시간, 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
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근로시간을 초
과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당 실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최대근로시간제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1
일 최대근로시간과 1주 최대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하는 근로시간
규제”는 이미 1919년 ILO 헌장의 전문에서 긴급한 개혁 과제로 제
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가장 긴급하고 효과적인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최대근로시간
제의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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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영국의 1833년 아동노동법, 프러시아의 1839년 아동노동법, 프랑스
의 1841년 아동노동법 등 유럽 각국 노동법의 출생증명서는 무엇보다 근
로시간 제한에 관한 법이었다.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헤이마켓
사건에서 노동자들이 내건 요구 조건도 8시간 노동이었다. 1919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창립총회에서 다룬 첫 의제도
“1일 8시간 혹은 1주 48시간 근로제 원칙의 적용”이었으며, 그에 따라 ILO
가 채택한 최초의 협약도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C1 Hours of Work
(Industry) Convention, 1919)이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선진국의 근로시간은 지난 100여 년간 거의 절반 이
하로 줄어들었다. 1870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의 추이를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1870년에 연간 근로시간은 3,285시간이었지만, 2000년에
는 1,347시간으로 줄어든다. 프랑스와 독일도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1) 한
편 1956년에서 2004년까지 서유럽의 섬유산업에서 근로시간 추이를 보면,
1956년에는 주당 43～48시간 정도였지만 2004년에는 주당 35～38시간 정
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956년에 연간 유급휴가가 3주 또는
12일 정도였다면, 2004년에는 4∼5주로 늘어난다.2)
1) Sangheonn Lee, Deirdre McCann and Jon C. Messenger(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Trends in working 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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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01년에 2,447시간(프랑스는 1,482시간, 독일은 1,375시간)
에 달했으며, 2007년에도 2,294시간(프랑스는 1,457시간, 독일은 1,354시
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긴 편에 속한다.3) 제조업의 주 근로시
간도 2001년에 48.1시간, 2008년에 43.7시간으로,4)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
하면 대략 50년 이상의 격차가 난다. 도대체 왜 이럴까?
국제기구의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은 노동생산성 증가분을 근로자에
게 돌려주는 데 인색한 나라인 것으로 나타난다. 1990～2009년 한국의 노
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4.59%로서, 2009년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 대
비 2.45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연평균 2.18%로
서, 2009년의 실질임금은 1990년 대비 1.5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5)
노동생산성이 2배 증대했는데 임금이 그대로라면 근로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2배 증대했는데 근로시간이 그대로
라면 임금이 2배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어쨌든 임금의 증가와 근로시간
의 단축이 서로 합하여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로 인하여 추가로 창출된 부가 자본 쪽
으로 흘러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지난 20년간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실
질임금의 증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괴리가
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하여 상쇄되고 있는지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참고로 2011 KLI 노동통계에 따르면, 1990
년 비농 전산업 주당 총근로시간은 48.2시간이었고, 2009년에는 41.2시간
이었다. 연평균 0.78% 줄어들었고, 2009년의 근로시간은 1990년 대비
0.85배 줄어든다. OECD 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1983년 한국의 전체 취
업자 연간 실근로시간은 2,923시간이었는데, 2008년에는 2,256시간으로
줄어든다. 총 667시간이 줄어들었고, 비율로는 연 평균 0.99%가 줄어들었
2)
3)
4)
5)

Ibid.
한국노동연구원(2010),『2010 KLI 해외노동통계』, p.80.
위의 책, p.79.
2010 OECD Employment Outlook 및 Dataset : Labour productiviy growth in the
total economy, data extracted on 15 sep 2011 from OECD.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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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2008년의 근로시간은 1983년 대비 0.77배로 줄어든다.
한국의 근로자는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임금도 증가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거두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근로시
간도 줄어들지 않고 임금도 그만큼 증가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
는지도 모른다. 혹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을 그만큼 더 많이 받
는 쪽을 선호하였는지도 모른다. ILO 보고서는 “경제 성장과 생산성의 급
속한 증대는 몇몇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실질임금의 상승에 기여하였
지만, 성장의 혜택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6)라고 지
적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을 가로막는 원인에는 사회적 관습과 노사의 실태 혹
은 정책적 의지의 부재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은 실정 노동관계법상
장시간 근로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제도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에서는 각 장마다 하나의 쟁점씩 모두 다섯 가지의 쟁점을 다
루고자 한다. 휴일근로(제1장), 포괄임금제(제2장), 대기시간(제3장), 근로
시간 특례 제도(제4장),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제5장)가 그것이다.

6) ILO, Labour and Social Trends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위의 ILO,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p.4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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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1. 휴일의 개념
가. 노동관계법상 정의
휴일근로란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한다. 우리 노동관계법에서는
휴일근로는 물론이고 휴일근로의 전제가 되는 ‘휴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의한 바 없다. 다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
조와 제56조 등에서 ‘유급휴일’ 혹은 ‘휴일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
는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
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에 관해서는「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공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 주 휴일로서 휴일
이렇듯 ‘휴일’ 그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는 때문인지, 학설에서는 주로
근로(제공) 의무를 기준으로 휴일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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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계약상 애초부터 근로 의
무가 없는 날”,7)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진 날”,8)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벗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9)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으
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10)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국제노동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절하지 않다. 국제노동기준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중에서 특히
주 단위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계속적 24시간 또는 36
시간이라는 의미, 즉 ‘주 휴일’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
법 제55조와 제56조 등도 주 단위의 휴일, 즉 주 휴일을 전제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만 비로소 휴일과 그 밖의 ‘근
로 의무 없는 날’, 즉 휴가 등이 구별될 수 있다. 위에서 서술된 휴일에 관
한 학설상의 정의는 휴일 그 자체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휴일의 핵심적
‘요건’ 중 하나를 서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
한 법률」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급휴일’이라는 표현 역시 근로자의 날
을 주 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처리하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래 의미의 ‘휴일’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사용하는 휴
일이라는 용어는 주 단위로 부여되는 휴일, 즉 주 휴일을 의미하며, 휴가
등 그 밖의 근로 의무 없는 날은 여기서 제외한다.

2. 휴일(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기준
가. 국제노동기준
1) 핵심적인 내용
휴일, 즉 주 휴일에 관한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

7)
8)
9)
10)

김형배(2007),『노동법』제4판,
임종률(2008),『노동법』제7판,
이병태(2008),『노동법』제8판,
이상윤(2007),『노동법』제3판,

박영사, p.407.
박영사, p.420.
(주) 중앙경제, p.816.
법문사,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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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한 제14호 협약과 제106호 협약 및 관련 권고이다. 그 중 핵심적
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제14호 협약(공업 부문의 주 휴일 협약, 1921년) 제2조는 “1. 공적
또는 사적 공업 부문의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이 협약에서 달
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7일 중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이 휴식은, 가능한 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
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3. 이 휴식은, 가능한 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상 휴일과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106호 협약(상업 및 사무직 부문의 주 휴일 협약, 1957년)
제6조는 “1. 이 협약을 적용받는 자는, 이 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 각 7일의 기간 중 중단 없는 24시간 이상의 주 휴일을 부여받을
권리를 가진다.11) 2. 주 휴일은, 가능한 한, 각 사업장의 모든 자에게 동
시에 부여되어야 한다. 3. 주 휴일은, 가능한 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전통
이나 관습상 휴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종교적 소수자의 전통이나 관습
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 휴일에 관한 네 가지 원칙12)
국제노동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주 휴일을 규율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
네 가지이다.
- 규칙성(Regularity)
- 계속성(Continuity)
- 통일성(Uniformity)
- 전통과 관습의 존중(Respect for established traditions or customs)

11) 주 휴일의 길이에 관하여, 제14호 협약과 제106호 협약은 ‘24시간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지만, 제103호 권고(상업과 사무직 부문의 주 휴일 권고)는 제106호 협약
이 적용되는 자들은 ‘가능한 한’ 36시간 이상의 계속된 휴식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Neville Rubin, Code of International Labour Law Vol. II Book2, Cambridge,
2005, pp.1,285〜1,28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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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칙성(Regularity)
주 휴일은 매 노동 주(every working week)에 규칙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나) 계속성(Continuity)
휴식기간이 중간에 단절된다면 위 규정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다. 그러
므로 계속성 원칙은 필수적이며, 두 협약들에 모두 명시되어 있다. 제103
호 권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12시간의 추가적인 기간은, 실무상 가능하다
면, 24시간의 최소 휴식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103호 권고에 따라 24시간
의 최소 주 휴일은 심야에서 심야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하
고, 주 휴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다른 휴식 기간을 포함해서
는 안 된다.
다) 통일성(Uniformity)
주 휴일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라) 전통․관습의 존중(Respect for established traditions or customs)
주 휴일은 가능한 한 해당 국가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상 휴일로 정
해진 날과 일치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또한 주 휴일은 가능한 한 종교적
소수자의 전통이나 관습 역시 존중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나. 국내법 기준
주 휴일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율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즉 주 휴일의 원칙, 휴일근로의 제한, 휴일의 대체, 그리고 휴일(휴
일근로) 규제의 제외 등이 그것이다.
1) 주 휴일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주 휴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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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 여기서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어야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이러한 주 휴일의 원칙은 상시 4
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
주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이며, 또한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기도 하다(근로기준법 제93조 1호). 한편 주 휴일 부여 의무에 위
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한편,「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석가탄
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
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
신일), 10의 2.「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
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나 연소자 등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해 특칙이 마련되어 있는 경
13) 1953년 5월 10일 제정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
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45조 제2항 “정휴일(定休日), 법정
공휴일(法定公休日)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1961년 12월 4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제45조 제2항 삭제, 제45조 제1항은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이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변경되었다. 이후 이 규정은 현
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에 관한 다수의 규
정이 개정되었음에 비해 휴일제도는 1953년과 1961년의 규정이 50년 이상 동일하
게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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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의 휴일근로는 직접적 규제 방식이 아니라
‘경제적 압력’을 통한 간접적 규제 방식에 의해 규율된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사용자는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
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휴일
근로를 직접 금지하지 않고, 이른바 가산 임금(할증 임금)을 통해 간접적
으로 제한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시켰다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일반 근로자와 달리 연소자나 여성 특히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보다 가
중된 규제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는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
부와 18세 미만자를 ‧‧‧‧‧‧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
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휴일의 대체
현행 노동관계법은 휴일의 대체를 허용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
조(보상휴가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
조에 따른 ‧‧‧‧‧‧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
를 줄 수 있다”라고 하여, 가산 임금을 통한 휴일근로의 제한을 다른 휴
일의 부여를 통해 다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휴일(휴일근로) 규제의 적용 제외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다음과 같은 네 종류의 근로자
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휴일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규제의 적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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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 국제노동기준과 국내법 기준의 비교
1) 비교의 준거
주 휴일에 관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법 기준은 특히 주 휴일의 길이와
주 휴일에 관한 국제노동기준상의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다.
먼저, 길이와 계속성이다. 국내법 기준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또는 ‘1회의 유급 휴일’을 ‘1일’ 즉 0시부터 24시까지의 역일(曆
日)로 해석한다.14) 행정해석(노동부 1969. 6. 7. 기준 1455.9-6327)은 “교
대제 작업 등의 경우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면 휴일을 부여한 것으
로 간주된다”고 한다.
다음은 규칙성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① 주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
일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
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다른 의견 없음),15) ② 특정일은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대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주어지면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다른 의견 없
음),16) ③ 주 휴일의 주기(간격)는 7일 이내로 보는 견해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그 간격이 7일

14) 국내법에 대한 해석은 하갑래(2009),「휴일제도에 있어 근로조건 자율결정의 원
칙과 한계」,『노동법연구』제27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p.220 참조.
15) 하갑래(2009), 위의 논문, p.221 참조.
16) 하갑래(2009), 위의 논문, p.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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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7)
셋째, 통일성과 ‘전통과 관습의 존중’에 관해서는 국내법상 별다른 기준
도 없고 해석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양자의 비교
먼저, 주 휴일의 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내법 기준은 국제노동기준
중 협약상 기준인 24시간은 충족하고 있으나, 권고상 기준인 36시간은 미
달하고 있다.
둘째, 규칙성의 관점에서 국내법 기준은 명문의 규정도 없고, 해석론으
로도 이를 원칙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셋째, 계속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법 기준은 비록 명문의 규정은 없지
만, 해석론상 별다른 이견 없이 24시간을 계속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넷째,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내법 기준은 명문의 규정도 없을뿐더
러 해석론에서도 이를 긍정하는 견해를 찾기 어렵다.
다섯째, ‘전통과 관습의 존중’의 관점에서 볼 때 국내법 기준은 명문의
규정도 없고, 이를 수용하고 있는 해석론 역시 없다.
이상의 것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O : 충족, X : 미달 또는 충족 못함)

국제노동기준

국내법

비고

협약 : 24시간
권고 : 36시간

O
X

협약 기준 충족,
권고 기준 미달

규칙성

X

명문의 규정 없고,
해석론은 부정적

계속성

O

명문의 규정 없으나,
해석상 도달

통일성

X

명문의 규정 없고,
해석론도 없음

전통과 관습의 존중

X

명문의 규정 없고,
해석론도 없음

17) 하갑래(2009), 앞의 논문, p.221 참조.

12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3. 국내법상 휴일․휴일근로에 관한 주요 판례
가. 휴일근로의 의미
(1) 연차휴가 등 휴가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18)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원심은 원고들이 원심판시의 각 연․월차휴가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에 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제56
조. 이하 같다)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1일 8시간 노동제, 주간노동
제, 주휴제, 연․월차휴가제 등의 기준을 벗어난 노동에 대하여 가산임금
을 지급하려는 제도로서, 연․월차휴가에 근무한 경우를 주 휴일에 근무
한 경우와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는 법 제47조(현행법상 폐지. 이하 같다), 제48조(현행 제60조.
이하 같다)의 연․월차휴가에 의한 휴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
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월차휴가일에 상응한 통상임금에 할증률(1.5)
을 곱한 금액을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의 제도적 취
지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
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여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월차․연차
유급휴가제도는 시간외근로나 유급주휴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 육
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서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18)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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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이
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
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연․월차휴가근
로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 임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연․월차휴가근
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 휴일에 근로한 것뿐만 아니
라, 단체협약 등에 정한 유급 또는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의 휴
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
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19)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제56조. 이하 같다)는 “사용자는 연장시간근
로(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
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45조 소정의 주휴
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 휴일이 아닌 법정공휴
일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져 있어서 근로
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
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
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
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19)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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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하여야 하는“휴일근로”는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
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
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주 휴일의 적용과 대체
(1) 주 휴일 제도는 1일 24시간씩 격일제 근무형태나 1일 2교대제, 3교
대제 등의 특수한 근무형태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20)
○ 대법원 1989. 11. 28.선고 89다카1145 판결
[원심은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5조.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
며 유급휴일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하여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이 매주의 근무시간 중
8시간을 위 유급휴일에 근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급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다만 원고들의 위 휴일근로수당 청구에는 유급휴일
수당 청구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
주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유급주휴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사
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
다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
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
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격일제 근무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
하여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

2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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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주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
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
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
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21)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
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
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따르니,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중 1회 정도의 휴무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절기에는 공무원의 근무종료시간인 18:00부터
공무원의 근무개시시간인 다음날 09:00까지, 동절기에는 17: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화재․도난․기타 사고의 경계를 위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업무연락 등 숙직업무를 전담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업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있어서 숙직업무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 통상업무 내지 통상의 근로라고 평가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
법상 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하고, 또한 이러한 원고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보
면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의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휴일
에 근무하는 자로서 기능직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
산집행지침상의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제 법령상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대상자라고 할
것이며, 그 예산집행지침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인 당직근무자
2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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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숙직근무를 통상업무로 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함
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중략) 원심
은 피고 주장처럼 피고측에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일수만큼 대체휴무일
을 주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거니와, 대체휴무일을 주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원고들이 피고측의 지정에 따라 주중에 휴무한 것을 결근이라고
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체휴무일의 임금공제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
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
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
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
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
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
는다고 할 것이다.]
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의 산정 방법
(1)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에는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은 당연히 지급되고(다만, 주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역월월급
제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상당의 주휴수
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22) 지급되지 않는다), 그 밖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과 근로기준법상의 할증률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므로 합계 ‘통상임금의 100분의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23)
2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4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284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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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논지는 원고들이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한 바 없는데도 원심이 그 지급
을 명한 것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
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통상임금의 2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 청구에는 유급으로서 당일
근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의 100퍼센
트)의 청구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1990. 3. 22. 선고 90다6545 판결24)
[원심은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시간
외근로수당으로서 정상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를 통한 모든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휴일근로수당으
로서 휴일의 소정 근로 8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에다가 휴
일 겸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가산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바, 휴일근로나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소정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계산방식은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과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각
각 가산하여 산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46조
(현행 제5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3)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24) 이 판결은 과거의 행정해석(근기 01254-19049 1981. 6. 19. 등), 즉 휴일에 연장근
로를 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았던 행정해석을 변
경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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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일근로 축소를 위한 과제
가. ‘주휴수당’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의 부당성
1) 기존 견해 :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관되게 주 휴일을 유급으로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즉 ‘주
휴수당’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
는 경우 그 임금에는 정상적인 근무일은 물론이고 그 달에 포함된 주 휴
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
급하여야 할 임금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바,25) 이러한 월급제 임금지급체
계 아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월급에서 주휴수당 부분은 공제되
어야 한다고 한다.
월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월급금액에서 주휴수
당을 공제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위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
간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주 휴일
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만큼 근
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간주시간수도 월
소정 총근로시간수에 포함시켜, 위 월급금액을 위와 같이 산출된 월 소정
총근로시간수로 나누는 산정 방법과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26)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1]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
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2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
카14758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2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
28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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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
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
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
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근로기
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
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
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
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구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
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로, 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유급휴
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
여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자, 회사
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오후 4
시간분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의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
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공
제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도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
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들의 통상임
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토요일 오후 4시간
분에 대한 임금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
[5] 단체협약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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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월의
소정근로일수’는 한 달의 평균일수에서 그 달의 평균휴일수를 뺀 일수 즉
‘365/12－365/(12×7)＝365/12×6/7’일이 되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
은 ‘44/6×365/12×6/7÷191.19’시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
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금
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의
하여야 할 것인바, 이처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
임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과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근로기준법 제45
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
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
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과 토요일 오후 4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
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의 성격
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44＋8
＋4)/7×365/12÷243.33(시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2) 기존 견해의 정리(구근로기준법상의 논의 :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유지)
판례는 근기법이 주 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의 임금
지급이 월급제인 점 및 그 경우 주휴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월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때 먼저 월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과 월 소정근로일수에는 평균 개념을 사용한다. 그리고 주휴수당액을 제
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월월급제를 승인하는 경우 ‧‧‧‧‧‧ 첫째, 공제될
주휴수당액은 월급금액에서 적출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시급
통상임금만이라는 전제를 취하기로 한다. ‧‧‧‧‧‧ 둘째, 주휴수당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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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는 주 휴일에 실제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규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수만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가정하에서만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에는 그 근로간주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일 소정근로시
간에 월 소정근로일을 곱하면 되는바, 판례는 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평균개념으로 파악하여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4시간에
다 휴일의 8시간을 더하여 이를 1주일인 7로 나눈 값인 7.43시간으로 보
고, 이에 월 소정근로일은 365/12이므로 결국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7.43*
365/12=225.95=약 226시간이라고 해석하여 왔다.
행정해석도 판례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노동부 1994.5.28. 소정근
로시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는바, 그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
로 하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만 평균개념을 도입하여 52/7시간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둘째,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30일, 365/12
일로 의견이 갈렸는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는 평균개념을 도입하
여 365/12일로 산정하도록 한다. 셋째, 월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는 유급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유급휴일에 준하여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처리되는 시간도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한다. 이
러한 원칙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노사 간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른다. ※ 일 소정근로시간 : (44+8)
시간/7일=7.43시간 ※ 월 소정근로일 : 365일/12월=30.42일 ※ 월 소정근로
시간 : 7.43*30.42=226시간]
3) 새로운 해석론
판례와 행정해석의 기본적인 오류는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오해에 있다. 판례는 주휴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과연 판례가 말하는 대로 통상임
금계산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인가. 주휴수당이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법정수당(영 제25조 참조)이다. 법정수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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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연히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의 대상성이
있으면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바, 주휴수당 역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
는 것이지 별도의 다른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또한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에 대한 정기적․일률적 대가를 말하는바, 주휴수당 역시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은 별도
의 근로의 양이나 질에 의해 좌우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
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행한 판례의 계산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월 소정근로일수 계산은 365/12가 아니라 당해년도의 총역일에서 휴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모두 포함한다)을 뺀 날을 12달로 나눈 값이 월
소정근로일수가 된다. 약정휴일이 전혀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365(1994년
의 총역일수)-52(법정 주 휴일)-1(근로자의 날)=312를 12달로 나눈 값, 즉
26일이 월 소정근로일수가 된다.
둘째, 판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 44시간에 주 휴일
에 해당하는 8시간을 더하여 이를 7일로 나눈 값, 즉 (44+8)/7=7.43이라고
한다.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견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일
수는 6일이고 기준근로시간은 44시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일 소정근로
시간은 44/6=7.3시간이 된다. 백보 양보하여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
외된다는 판례의 입장에 의하더라도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은 8
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 1주의 평균 시간인 7.3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44+7.3)시간을 7로 나눈 값 7.33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다.
나. 연차휴가일 근로를 휴일근로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된 의문
1) 기존 견해 : 판례의 입장
판례는 일관되게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고 본다. 즉
판례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휴가를 실
시하지 못함으로써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고, 그에 비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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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고도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어
야 하는 임금”이라고 전제하면서, “근기법 소정의 할증임금 지급 제도는
휴일근로 등이 기준 근로시간 내의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
장을 주고 그의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려는 것인 데 대하여, 연월차휴가제도는 이와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어서 그 목적이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에는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
차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
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
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이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통
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
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기법 소정의 가산 임금이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7)라고 한다.
2) 새로운 해석론
연차휴가일이 휴일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사실로부터 바로
연차휴가일의 근로를 휴일근로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연차휴가일의 근로를 곧바로 휴일근로라고는 할 수 없
지만, 그렇다고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가산 임금의 취지 등에 비추
어 적절한지에는 의문이 있는 것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판례는 연차휴가일의 근로 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위해 시기지
정권이 행사되지 않은 ‘휴가일의 근로’와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후의 ‘휴가
일의 근로’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양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상태’
와 ‘권리 실현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상태’로서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2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
13465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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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적어도 시기지정권이 행사된 이후의 휴가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 임금에 의해 억제되어야
마땅한 근로이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휴일과 휴가의 상대성이다. 사실 휴일과 휴가는
논리 필연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양자는 모두 휴식제도의 하나
로서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지 않다. 연원적인 이유나 요건상의 차이(신
청이나 청구의 유무)는 구법과 현행법상 생리휴가에서 보듯이 정책적으
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셋째, 휴식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휴식에 대한 전통적인 인
식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회복이 휴식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나 현대 노동법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Working－
Family Balance), 일과 생활의 조화(Working－Life Balance)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노동법의 관점에서 보면 휴일과 휴가는 같은
목적을 향해 있는 제도들로 파악해야 한다. 물론 휴게, 휴일, 휴가 등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금지와 보상에 일정한 차이를 두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차이는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에 맞아야 할 것이다.
다. 휴일근로의 시간 수를 연장근로의 시간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의 부
당성
1) 기존 견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계산하여 왔다.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하갑래 교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28)
“휴일의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제한 시간인 1주 12시간 범위에 포
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 논리에 맞다.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까지 포함하
여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
수당이 지급되므로 따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28) 하갑래(2009),『근로기준법』제21판, 중앙경제,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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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해석론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
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먼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다르다. 둘째 가산 임금의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는 연장근
로의 그것에 포함시키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셋째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와 이론적인 이유를 고려한다면, 휴일근로의 시간
수는 당연히 연장근로의 시간 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간
근로시간의 제한(일차 기준인 40시간, 최장 한도인 52시간)에는 휴일근로
의 시간 수도 포함하여 계산함이 마땅하다.
라. 휴일근로 제한을 위한 입법론상 과제
이상과 같은 해석론상 과제에 더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은 신속하게 입
법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휴일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규칙성, 통일성, 전통과 관습의 존중 원칙을 명시하고,
주 휴일의 길이는 ILO 제103호 권고에 맞게 36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규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산 임금
의 대상이 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
휴일의 길이를 정해야 하며, 나아가 주간 총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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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1. 서 론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
거나 ②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
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한다.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의 방식으로 ① 근로시간 수를 직
접 규율하는 방식 이외에도 ②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경제적인 부
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근로시간 수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도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지급되
는 것이므로 후자의 경제적 부담 방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즉 연장
근로, 휴일근로의 시간 수에 대한 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기준근로시
간 등 근로시간 수에 대한 규율에 대해서조차 둔감해짐으로써, 결과적으
로 장시간 근로에 대해 취약한 형태를 노출한다.
현재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는, 법정 개념으로서 포괄임금제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해석론상 발전된 개념이기 때문에 판례 법
리를 통해 그 유효성과 한계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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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인정하는 다수의 판결들이 존재하지만 판례가 확정적인 법리로 안착
되어 있지 못하다. 다만 최근 판례 법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따라서 해석론적인 검토를 통해 법리의 현 모습을 정리하는 것은
포괄임금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함에 있어 포괄임금제의 법리
를 어떻게 제도설계하여야 하는가의 측면에서 해석론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가 판례 법리로서 체계
화되었다는 점에서 해석론상의 제도개선이 가능한 방법인지의 의문도 남
는다. 이러한 점에서 아울러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포괄임금제의 바람직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입법론적 검토도 필요하다.

2. 포괄임금제의 해석 법리
가. 포괄임금제의 의의
1) 근로기준법상 임금제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
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
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등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결국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
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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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
여 지급함이 원칙이다.29)
2) 포괄임금제의 개념
판례는 이러한 원칙과 달리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포괄임금제30)란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이른바 정액급제)
②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
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이른바 정액수당제), 이를 근로시간 수
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포괄임금제의 특성은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
타나기는 하나, 본질적인 점은 ‘근로시간 수’에 상응한 각종 수당 등 임금
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의 법정
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는 데에 있다.31) 따라서 ‘포괄’이라는 의미는 임금
의 ‘지급방법’의 측면보다는 임금의 ‘산정방법’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계
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둘 이상’의 임금항목을 포괄한 경우만을 논의 대상으
로 할 필요는 없다. 시간외근로수당만을 정액수당제로 한 경우도 실근로
시간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의 속성을
가진다.

29)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근로
기준법은 근로시간 수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제50
조), 그 시간 수를 초과하는 근로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해당한다.
30) 용어에 있어 ‘포괄임금제’ 이외에 최근 판례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이라는 표현
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설상으로는 ‘포괄역산’ 또는 ‘포괄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포괄임금제’라
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31) 박순영(2010),「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와 포괄임금제」,『대법원판례해
설』 제83호, 법원도서관, 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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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임금제의 실익과 논의 대상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정하려는 실익은 근로시간에 따라 일일이 계산
되어야 할 임금 구성항목을 그렇게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포괄임금
제에 따라 정액급 또는 정액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
로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려는 점에 있다. 판례는 일정한 요건 아래 포
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대해 그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실제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이 제대로 규율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포괄임금제
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요건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나. 포괄임금제의 요건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어떠한 요건 아래 인정하였는가를 검토하고자 한
다. 포괄임금제의 요건은, 한편으로는 포괄임금제로서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율의 원칙과 달리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는 합법성의
근거로서도 기능한다. 즉 포괄임금제의 요건들을 갖추었기에 포괄임금제
로서의 효과(제 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는 효과)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1) 종래의 판례상 나타난 요건
포괄임금제에 관해 종래의 판례상 나타났던 표현은 다음과 같다. “사용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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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례의 표현은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이 무엇인지가 다소 불
명확할 수도 있겠지만, 종래의 학설들은 대법원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을 인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33)하여 왔다.
첫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
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설명방식은 포괄임금제가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요건
을 다 갖추는 경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34)
그러나 후술하듯이 판례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포괄임금제가 성립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듯이 위 세 가지 요건이 포괄임금제에
한계를 뚜렷하게 설정하지는 못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종래의 판례에서 나타난 세 가지 요건을 나누어 설명하도
록 한다.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3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 66523
판결 등.
33) 김재훈(2006),「임금관련 제도의 유연한정화 법리」,『노동법학』 제22호, 한국노
동법학회, p.269; 문형배(2000),「포괄임금계약과 근로기준법 제61조」,『판례연구』
제11집, 부산판례연구회, p.714; 유승관(1998),「감시단속적 근로와 포괄임금계약
의 유효성」,『재판실무연구』1998년호, 광주지방법원, p.258; 이원재(1998),「포괄
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의 효력」,『1997 노동판례 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p.152.
34) 노동법실무연구회(2010),『근로기준법주해 [Ⅲ]』, 박영사, p.158 및 p.162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예외성 인정설’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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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러한 점을 갖추어야 포괄임금제로서의 효과가 인정된다는 설명
이다.
‘계산의 편의’라 함은 임금계산의 편의 또는 근로시간 계산의 편의를
의미한다. 포괄임금제 방식은, 미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간
외․휴일․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산정하는 원칙적인 방식에 비해,
기본임금과 제 수당을 포괄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
금계산이 편하다. 또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등이 불규칙하여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일일이 산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방
식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계산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이라 함은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이나 제 수당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이나 제 수당이
포괄임금보다 적은 경우(예를 들면, 실제 시간외근로는 2시간 미만이지만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2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
을 일정하게 임금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35)
그러나 단순히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만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이 적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한’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라고 할 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중 ‘어떠한 점’을 참작한다
는 것인지 종전의 판례는 불명확하였다.
학설로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당해 근로
가 불규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어서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
다’는 점으로 설명하면서 기존의 판례를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
에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당해 근로가 불규
칙하거나 감시단속적이어서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단순히 계산상 편의나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하
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포괄산정임금제
는 판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데 업무의 성질상 실제의 근
35) 문형배, 앞의 논문, pp.714〜716; 이원재, 앞의 논문, pp.152〜153 등 참조.

32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로시간의 산출이 용이함에도 단순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산정임금
제를 허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36)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
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점은 포괄임금제의 독자적인 유효 요
건이라 할 수 없다. 판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
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고 설시하는 점은 노사
당사자가 포괄임금제 임금 약정을 하는 동기 중의 하나일 뿐이다.37) 또
한편으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
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점은 포괄임금제가 명시적으로 설
정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으로 설정되었음을 인정하기 위한 제반 사정으
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38)
나아가 이를 포괄임금제의 요건으로 보면서 아울러 그러한 요건을 갖
춘 효과로서 포괄임금제가 적법, 유효해지는 근거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
하지 못하다. 또한 종래의 판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에
서 어떠한 점을 참작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요건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
(1)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약
정, 즉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포
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약정이 성립한다는 점39)은 당연하다. 반대로 당사
자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반하는 합의가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36) 문형배, 앞의 논문, p.716; 유승관, 앞의 논문, p.258.
37)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p.165〜166.
38) 김지형(2003),「노동쟁송과 판례연구」,『인권과 정의』 제319호, 대한변호사협회,
p.163.
39) 예를 들면,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의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버
스기사의 임금을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및 월 25일 이
내 근로 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한 사건이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가 다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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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포괄임금제의 성립 요건40) 내
지 유효 요건41)의 하나에 해당된다.
문제는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제 수당
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이다.
학설로서는 포괄임금계약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승낙 여부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구두로라도
포괄산정내역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42)는 주장
이 있다. 수년간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의제적이라고43)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또한 근로형태의 성질상 야간․연장근로 등을 전제로 근로계
약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포괄임금 약정이 맺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44)
고 주장한다.
반대의 견해로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근로계약의 성립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한 것이고, 수년간 이의 없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을 수령한 것은 묵시적인 합의를 추단하는 간접
사실이 된다45)는 주장이 있다.
판례는 묵시적인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체결되
었음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과거의 판례들은 대체로 묵시적인 합의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
40)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56에서는 포괄임금제에 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
은, 어떠한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느냐 하는 것이며, 포괄임금제가 성립하
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더 논할 필요
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1) 문형배, 앞의 논문, p.716; 이국환(1997),「감시단속적 근로와 포괄임금계약의 유
효성」,『대법원판례해설』 제28호, 법원도서관, p.348.
42) 박주현(1992),「포괄산정 근로계약(포괄역산 임금계약)과 근로시간」,『노동법연
구』제2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p.306; 송명호(2005),「포괄임금계약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347호, 대한변호사협회, p.75.
43)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57; 송명호, 앞의 논문, p.75; 이원재, 앞의 논문,
p.155.
44)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57; 송명호, 앞의 논문, p.75.
45) 문형배, 앞의 논문, p.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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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격주 24시간인 근로형태의 성질상 야간․연장근로 등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되었으므로 포괄임금 약정이 묵시적으로 맺어졌다고
본 판결46)이 있다.
(2) 묵시적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최근의 판결로서는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써 묵시적 성립을 제한하려는 것이 있다. 즉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
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
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
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47)
이 판결에 대해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시하였다고 평가하는 견해48)도 있으나,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
한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설시하였다49)고 한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포
괄임금제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에 기초를 두었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
4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러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사례);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운전기사로서 격일제 24시간 근로 계약
의 사례).
4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48) 강성태(2010),「포괄임금제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노사합의에 의한 통상임금
변경의 효력」,『노동법학』 제33호, 한국노동법학회, p.262.
49)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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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당사자 간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존재한
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규율을 배제하고서 그 제도의 합법성이
긍정되는 것이 아니다. 판례가 근로형태 등 을 고려한 결과 묵시적인 약
정도 인정하고 있기에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는 점 자체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의 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
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① 근로자에게 불
이익이 없다는 점과 ②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점은 포괄임금제
의 성립 내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의 사례에서 불이익성의 판단이나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 판례가 기
준을 엄격히 세우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 불이익한지의 판단
불이익 판단 기준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찾는 판례가 다수 있
다. 즉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다.50)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불이익한지 여부에 관해, 특정 부류의 직
원들에게 포괄임금제의 내용을 담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불이익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의 내용에 비추어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판시한다.51) 결국 포괄임금제가 불이익하지는 않다고 인정하는 해석
5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5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상하차반원에
대해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비교를 부정한 사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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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해진다.
불이익하다고 인정한 사례로서는, 단체협약에서 근무일과 연장근로시
간을 정하였다면 그것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까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52)이 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
간의 한도를 실제로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는 판결53)도 있다.
이처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비추어 불이익하다는 판단은, 연장근
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의 한도가 규정된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는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야
양측을 비교하여 포괄임금제의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상으로는 아직 다투어지지 않았지만, 학설상으로는 “포괄임금제
임금 약정을 한 근로자가 일반직과는 다른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더
라도, 여기에는 헌법 제11조가 정한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
한 균등처우의 원칙,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
한 차별적 처우 금지, 고평법 제8조가 정한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면,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 원칙은 불이익 유무 판단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54)가 있다.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
포괄임금제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판례상 명확히 설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제반 사
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이 요건으로서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도 의
문이다.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일용직에 대해 일반 직
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과 비교를 부정한 사례).
52)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37256 판결.
53) 대법원 1991.4.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54) 김지형, 앞의 논문, p.165;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69; 송명호, 앞의 논문,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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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로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제 요건(근로형태 또는 업무의 성질, 근로자의 승낙, 근로자에게 불이
익이 없을 것)에 대한 부연 설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55) 위의 불이익
성 판단 요소 이외의 요소들,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 이전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실태, 동종 업계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당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견해56) 등이 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제에 비추어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
는지의 문제
과거의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요건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가에 대해 불명확하였다.57)
그러나 최근 판결58)에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포괄임
금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율에 비추어 불이익하다면 포
괄임금제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근로시간
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
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
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55) 유승관, 앞의 논문, p.261.
56)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69; 송명호, 앞의 논문, p.82.
57) 과거 학설의 견해는 다양하게 주장되었다. 문형배, 앞의 논문, p.726; 유승관, 앞의
논문, p.260; 이국환, 앞의 논문, pp.350〜351 등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이
실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산출한 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한
다면 결국 포괄임금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모순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불
이익 유무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 반대로 김지형, 앞의 논문, p.167; 이원
재, 앞의 논문, pp.156〜157 등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에 따른 불이익
유무의 판단을 긍정하며 이에 따른 정산을 긍정한다. 하갑래,「포괄임금제의 내
용과 한계」(2009),『노동법학』제29호, 한국노동법학회, pp.335〜337에서는 포괄
임금제를 ‘정산가능형’과 ‘정산곤란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5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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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
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
한 경우의 포괄임금제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계산에 기초한 불
이익성 판단을 인정한다.
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는, 근로시
간의 산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과의 차
액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단락을 바꾸어 다시 살펴본다.
2) 최근 판례상 나타난 요건
가) 판례 표현의 변화
포괄임금제와 종래 판례와 관련하여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
여 왔지만, 전술한 최근의 판결59)에서는 그 셋째 요건만이 유효 요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표현에 변화가 있다. 즉 “예외적으로 감
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
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
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
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 판결은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
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
5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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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
다”고 한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
누어 효과를 달리 인정한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새로운 효력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가능한지의 판단은 섯째 요
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도 이해하는 견해60)가 있다.
나) 포괄임금제의 유형 구분
새로운 판례에 의하면 포괄임금계약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즉 ⓐ 유형 : 근로계약 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계약, ⓑ 유형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계약이 그것이다.
ⓐ 유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
간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위반 여부를 살피거나 나아가 그에 기한 차액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 유형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 원칙적인 임금산정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 약정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는 점으로 인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므로, 이 경우는 ⓐ 유형
과 달리 유효성 판단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61) ⓑ 유형에서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인정한다
(정산긍정설).
60) 박순영, 앞의 논문, pp.813〜815. p.813에서는,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인 포괄임금
제 방식의 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역
시 여느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다”라고 설명한다.
61) 박순영, 앞의 논문, pp.8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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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
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부정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
결)의 판시 각 사안은 “모두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들이 판시하는
법리는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이와 달리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라 할 것이
고, 나아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근
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수당을 정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
게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
시하였다.
다) 판결의 의의
종래 포괄임금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임금계약의 방식에 근
로기준법이 예정하는 원칙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다
는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를 찾는 견해가 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을 달리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산정이 어려
운 경우와 달리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위반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그에 기한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최초로 판시함으로써, 하급심
에 대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것
이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다.62)

62) 박순영, 앞의 논문, p.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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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지 여부
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종래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들은 ‘근로시간 산정
의 곤란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유형화될 수 있다.63)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외 근로
사업장 밖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트렉터 트레일러 운전원,64) 운행코
스, 교통상황 및 운전자들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그 소속 운전사들의 근
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
려운 시외버스 운전사65) 등이 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내 근로
매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66)의 판
결이 있다.
(3) 감시적 근로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常態的)으로 정
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시적 근로
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구법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었음)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시적 근로 형태에 속하지만 적용 제외 승인의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대상은 된다.
감시적 근로와 후술하는 단속적 근로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을 얻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에 관한 적용을

63)
64)
65)
66)

박순영, 앞의
대법원 1982.
대법원 1990.
대법원 1990.

논문, pp.815〜819 참조.
12. 28. 선고 80다3120 판결.
11. 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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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휴게시간도 확
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행하는 근로
시간에서의 근로가 그 근무의 성격과 내용 및 형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의 밀도가 낮은 단순한 대기적․단속적 성격을 가진 것일
때에는, 실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예외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역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파악한다.67)
아파트 경비원,68) 청원경찰69) 주된 업무가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감
독인 경비계장,70) 한국도로공사 보안원,71) 회사의 야간경비원,72) 대학교
수위73) 등의 판결이 있다.
(4) 단속적 근로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
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 소정의 고용
노동부 장관의 승인(구법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었음)
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보일러공,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보일러 운전기사,75) 지하철
67) 박순영, 앞의 논문, p.821.
6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1일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용된 아파트 경비원이 체결한 포
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안들이다.
6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노동부 장관 인가를 얻지는 않았으나 경
비원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안이다.
7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36695 판결. 다만 이 사안에서 회사는 경비직 직원
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었다.
7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회사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하
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었다.
7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회사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하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도 회사
의 경비원 사안이다.
7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74)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 1일 24시간 격일근무를 하기로 하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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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기능직(신호보안직)76) 등의 판결이 있다.
(5) 기타 -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고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시간외․
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이는 감시적․단속적 근로도 아니면서 2교대나 3교대의 근무 또는 24
시간 격일제 근무인 경우로, 교대근무방식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 그 계산과
정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업무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입고된 의류 등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근로자,77) 스프링 제조회사에서 포장이나 절단, 연마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일용직 업무를 수행한 일용직78) 등의 판결이 있다.
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경우, 실근로시
간을 가지고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본 결과(기본임금
이 있는 이른바 정액수당제의 경우가 해당됨) 그 법정수당보다 포괄임금
계약에 따른 수당이 상회한다면 포괄임금 방식의 지급 효력을 부정할 필
요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이 정액수당액보
다 상회한다면 포괄임금제대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
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
용한 사안이다.
75)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0다65383, 65390 판결.
7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다4534 판결.
7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3 판결.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18:00부
터 24:00까지 또는 19:00부터 다음날 01:00까지로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
는 사안으로 고시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시급의 비율로 임금이 지급되었
던 사안이다.
78)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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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
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79)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과 비교한 결과 미달하는 부분을 정
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
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
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
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
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
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80)
이 판결은 평택 체력단련장(군 골프장) 내 식당(이른바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근무하는 근무원(봉사원, 조리사, 조리과장 등)에 대해 근로
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하였다. 그 업무의 성격상 손님이 없을
때에는 일부 대기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정만으로는 근
무형태가 단속적 근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단속적 근로라
함은 장시간의 대기시간 자체가 업무 내용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한 계약이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
이라는 전제하에서 무효로 인정된다.
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1) 연장근로수당 등
판례는 포괄임금 약정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81)
7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80)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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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82)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일수의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제한 없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볼 수 없다.83)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방식에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
고 본다. 즉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구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
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
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
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
은 생산수당 속에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에 구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84)
위 판결을 근거로 판례가 연월차휴가근로수당(휴가미사용보상금)도 포
함된다는 입장이라는 견해85)도 있으나, 위 판결에 따라서도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판례가 명확한 입
장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86)도 있다.
2) 퇴직금의 포함 여부
포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례는 퇴직금이란 퇴직이
81)
82)
83)
84)
85)
8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송명호, 앞의 논문, p.72.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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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
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매
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
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
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본다.87)
라. 최저임금의 적용
판례 중에는, 아파트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노동
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의하
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
부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 수당을 포함
한 총급여액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김
이 타당하다는 판결88)이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당해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 적용되기 전부터 정한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문제된 사안일 뿐이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관계에서 포괄임금제라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규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포괄임금제의 대상
으로 주로 검토되어왔던 감시․단속적 근로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으
로 입법적인 변화89)가 있은 후, 당해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
부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정해지므로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금액에 대해 시간당 금액을 역
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90)
8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8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3398 판결.
89) 2005. 5. 31. 개정 최저임금법(법률 제7563호)에서 종전에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였
던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였다(제5조 제2
항).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 말까지는 감액된 최저임금(30%→20%→0% 감
액)이 적용되어오고 있다(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19771호 부칙 제2
항 및 제3항 참조).
90) 감시․단속 근로자의 대표적인 예인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직의 경우 최저
임금액 수준의 액수를 시간급 금액으로 하여 총임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예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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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괄임금제의 제도개선
가. 포괄임금제에 대한 평가
1) 포괄임금제와 장시간 근로
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상시화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
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이다. 따라
서 포괄임금제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
것이 임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
을 전제한다. 판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는
것’을 독자적인 유효 요건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더라도 최근 판
례에서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판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한다는 의미는 연장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약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
어지는 근로형태가 불가피하다는 선입견에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판
단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결국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수행
되고 있는 근로관계를 긍정하고,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기준근로시간
(제50조), 가산 임금의 지급(제56조) 등의 제약을 포괄임금제의 임금방식
이라 하여 무시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상태적으로 고착시키는 기능을 한
다. 예를 들면,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1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하
고 생활리듬을 깸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및 행복추구권을 위협하므로 지
양하여야 할 근로형태91)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괄임금제에 의해 합법
이라고 평가하려 한다.
다. 또한 총임금액의 상승을 줄이기 위해 야간에 6시간 정도의 취침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근로형태의 변화가 초래된 사업장도 있다.
91) 하갑래, 앞의 논문,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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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일제도․휴가제도의 무의미화
전술하였듯이 판례는 휴일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이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괄임금 약정에 휴일근로수당
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며, 연차휴가근로수당(연차휴가미사용보상금)도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의해 휴일근로수당이나 휴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휴일 및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휴일근로나 연차휴가근로가 있었어도 별도의 보상을 정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로자가 휴일이나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
두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어 모순이다. 또한 근로계약에 휴일근로나 휴가
근로를 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면서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나 휴가근
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계산된 휴일근
로수당이나 휴가근로수당을 포기할 수 없어 ‘휴일근로 거부’ 및 ‘휴가의
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연차휴가일이 사전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전매수에 해당된다.92)
2) 해석론에 의한 제한 규율 가능성
가) 판례 법리의 요약
종래의 판례를 살펴보면, ① 판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판례가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참작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을 제대로 한
정하지 못하였으며, ② 판례가 근로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
더라도, 판례가 묵시적인 합의를 쉽게 인정하고 있어 역시 포괄임금제의
92) 하갑래, 앞의 논문, p.339 참조. 다만 하갑래, 앞의 논문, p.341에서는, 노동부 장관
의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을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휴일근로
근수당은 포괄임금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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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여부를 제대로 한정하지 못하였으며, ③ 판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
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점을 유효 요건으로 한다지만,
불이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별다른 제한 없이 인정하여
왔고, 다만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한 의사해석 내지 계약해석
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나 의문이다. 이 때문에 포괄임금의 남용 또는 탈
법을 우려하는 비판적 견해가 많이 있어 왔다.
최근의 판결93)에서는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제로 구분하고, 종래 판례는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배
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그 경우의 포괄임금제에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정산이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판례들을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경우였다고 재분류함으로써 포괄임금제의 인정 범위를 사
실상 제한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다.
나) 판례 법리의 판단 기준에 대한 평가
최근의 판례에 대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따라 포괄임금제의 남용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객관적인 의미는 장기간에 걸
쳐 판례 법리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존중하여
유형화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판례를 통해 축적되는 사례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94)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존 판례
에서 인정한 경우를 그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포괄임금제의 인정 범위
를 축소하여 재조정하려는 입장은 아니다.
최근의 판례에서 내세우는 핵심은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와 어
려운 경우로 구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이 적절한지에 관해 다
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의 반대는 그 계산이 ‘불가능한’ 경
93)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94) 박순영, 앞의 논문, 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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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 터인데, 그 계산이 ‘어려운’ 경우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정 범위에서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의문이다.
사무직의 경우 월급제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출퇴근 기록을 스스로도
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
으며 사용자도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시간 관리
에 관한 운영 형태의 관행상 실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포괄
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95) 그러나 관행상 근로
시간의 계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에 관해 실제로 근로시간 계
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증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한 사
무직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실제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일반적인 월급제 사무직
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제가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
기준법에 따른 정산을 부정하는 것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율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렵다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판결도
실제로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
서 판례는 근로시간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기시간을 제외한
협의의 근로시간)이라는 의미로서 ‘실근로시간’의 계산에 집착하여 왔다
고 판단된다.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구속시간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기시간의 경우도 근로시간에 포함된
다.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겨 사용자가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의 길이를 근로자에게 맡겨 사용자가 휴게시간의 길이를 측정하기 곤란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의 계산이 불가능하다.96)
그러나 단순히 대기시간이 길다거나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근
로시간 중의 노동의 밀도가 낮은 감시․단속적 근로라는 이유만으로 근
95) 송명호, 앞의 논문, p.70; 노동실무연구회, 앞의 책, p.165.
96) 전술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외 근로’의 판결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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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의 계산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24시간
격일제 근무나 교대제 근무라는 근로형태만으로도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
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 근로형태는 오히려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의 계산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97)
판례 중에서는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데도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시간외․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일당제 임금지급 형태라
는 점을 이유로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도 있는데, 출․퇴근 시
간이 정해져 있는 등 1일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
운 경우라는 판단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의 사유에 해당함
으로써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포괄임금제에 의해 지
급되었다고 해석하려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합법성을 긍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데도 포괄
임금제의 합법성을 긍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보완적 해석의 가능성
판례와 달리 포괄임금제의 인정을 제한하는 해석 방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1)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를 강조하는 방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
으로 명시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98)에 어긋나는 경우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
식이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는 사용자에게 공법적인 의무만을 지운 것은
97) 하갑래, 앞의 논문, p.349 참조.
98) 2012. 1. 1.부터 시행되는 2010. 5. 25.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0319호)에서는 근
로계약을 변경할 때에도 임금사항의 서면 명시 의무가 해당되며,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
는 의무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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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명
시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
의무의 사법적 ‘효력’이라고 주장99)한다.
그러나 이는 포괄임금제임이 불명확한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
는다는 방식으로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조
건 명시 의무 규정에 따라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였다면 무방해진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포괄임금제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
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판
례100)도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되는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마찬가
지로 한계가 있다.
(2) 다른 근로자와의 비교를 통한 불이익성 판단을 강조하는 방식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의 판단에서 다른 근로자와
의 비교를 통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석 방식이다. 즉 “불이익 여부의 판단에서는 해당 사업에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다르다면 그와의 비교를 통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절차, 해당 사업에서 다
른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 경우 그 수당의 성격상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그 사업과 같은 경제 지역의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통상 적용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
과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101)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산업)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직무급
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해당 사업에서 특정 업무에 대해 동일한 포괄

99) 강성태(2009),「포괄임금제의 노동법적 검토」,『노동법연구』 제26호, 서울대학
교노동법연구회, pp.271〜272.
10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101) 강성태, 위의 논문,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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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위 견해처럼 판례가 불이익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개선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생각된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포괄
임금제는 ‘정산가능형’ 포괄임금제로 보아 정산을 인정하는 방식
포괄임금제를 ‘정산가능형 포괄임금제’와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로 나
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정
산하여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보완적으로 정산의 과정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 견해
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업무’라 하더라도 포괄산
정을 인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같은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연적
근로시간제도와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
주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시간제’ 및 제63조의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적
용 제외 제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정제
도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
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
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산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를 떠나서 구속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102)
이 견해가 정산가능형과 정산곤란형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체계는 최
근 판례가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로 나누어 포괄임
금제의 정산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체계를 입론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견해는 판례보다도 정산곤란형을 오히려 확대하
는 해석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진다. 정산이 곤란한 것
은 판례처럼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워서라는 이유 때문인 경우도 있겠지
만, 기본급이 제시되지 않은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정산이 곤란해진다.
102) 하갑래, 앞의 논문, pp.356〜357.

54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근로시간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라 구속시간으로 파악함
으로써 근로시간의 규제의 경직된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적
용 제외(제63조)나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등의 유연화제도를 통해 완화
될 수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금계산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
급 의무가 배제될 수 있어 임금계산의 경직된 점도 완화할 수 있다. 이를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나. 제도개선 방안
1) 제도개선의 논의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는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되어 고착
화되어 있다. 따라서 판례나 해석만으로는 포괄임금제의 남용을 방지한
다거나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방지할 정도의 법리로 발전하는 데에 한계
가 있다. 즉 판례 법리의 발전을 통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입법론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요청
된다.103)
포괄임금제의 기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지 여부에 따라 기존의 제
도개선 논의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
가) 포괄임금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개선
2000년 하반기 노동부는, 확대되고 있는 연봉제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
준법상 근로조건의 명시 조항(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 해당)에 가산 임금
의 포괄 합의를 명문으로 유효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
한 바가 있었다. 즉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
등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가산 임금을 미리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104)
연봉제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
103) 하갑래, 앞의 논문, p.357.
104) 강성태(2001),「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노동법연
구』 제10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p.18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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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연봉제의 실시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의 할증 임금을 지급하지 않
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임금제가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105)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및 주휴일
의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봉제도 그러한 원칙적인 근로를 전
제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주휴일근로는
예외적인 것이며, 그 예외적인 근로에 대해서는 정액수당을 미리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의 포괄임금제’, 즉 ‘정산가능형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나아가 기본급을 제시함이 없이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방식으로 ‘근
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제’, 즉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것은 연봉제의 경우 근로시간 규율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전술한 노동부의 개정안은 단순히 연봉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니라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판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편, 나아가 포괄임금제를 명문화함으로
써 그 활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괄임금
제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이라고 볼 수 없다.106)
나)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포괄임금제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제한적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김재훈은 포괄임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
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강요될 우려가 있고 일정한 근로에 일
정한 임금이라는 근로계약의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
리 근로자의 동의가 명확히 파악될 수 있고 시간외근로수당 등의 한도가
105) 문무기․윤문희․이철수․박은정(2006),『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p.201〜202.
106) 강성태, 앞의「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1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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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 가능하며 실제 근로가 예측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 적법성
을 인정107)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성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검토하는데, 첫째, 특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시간의 월간 및 연간 한
도를 정하는 것이고, 둘째, 포괄임금제의 채택에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와 함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의 확산을 막는 한편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궁극적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현재 상
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설득력이 높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다.108)
또한 송명호는 절차적으로는 포괄임금제의 채택에 근로자 본인의 명시
적 동의와 함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계약형식과 관련해서
는 정액급 포괄임금제를 금지함으로써 기본임금을 전제로 한 합리적 수
당액의 산출이 대략적으로 예상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제한이 가해진 제
한적 포괄임금제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109)
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제도개선
포괄임금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금
지하는 제도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오문완은 판례 법리가 자의적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나
치게 넓게 포괄임금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무상으로도 어수룩한 사용자는 손해를
보고 약삭빠른 자는 이익을 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포괄산정 임금제도는 논리를 따져 보나 실
태를 보나 간에 적정하지 못한 제도로 이 제도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107) 김재훈(1999),「포괄임금계약과 퇴직금의 지급 등」,『1998 노동판례 비평』, 민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p.162.
108) 강성태, 앞의「근로기준법상 임금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p.182.
109) 송명호, 앞의 논문,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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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법해석이나 법운용 그리고 기업의 실무에
서 포괄산정 임금제도는 하루 속히 자취를 감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다.110)
2) 제도개선의 방향
(1)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를 장시간 근로가 상태적인 모습으로 정하
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인간의 생활형태(생활리듬)에 어긋나는 근로형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나아가 판례가 인정하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
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의 규율을 부정한다. 이러한 점들
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그러므로 포괄임금제
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포괄임금제가
판례를 통한 해석 법리로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
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가 아직도 경직적이어서 유연
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법 역시 판례 법리나 해석보다는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 관련 규정의 개
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111) 특히 근로시
간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라 구속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직된 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제63조)나 간주근로
시간제(제58조) 등의 유연화제도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연화제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
내지 포기하는 포괄임금제라는 해석론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유연화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상의 유연화
제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제도 자체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110) 오문완(2000),「임금체계의 개편방향」, 한국노사관계학회 2000년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pp.13〜14.
111) 하갑래, 앞의 논문, p.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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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임금계산에 있어 포괄임금제 방식이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규율이
배제된다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규율은 최저기준이며(제3조)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이 보충적으로 적용
(제15조)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하더라도 노사 당사자가 약정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의 가
능성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서 금지하여야 할 대상은 근
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을 부정하는 포괄임금제(판례에서 말하는 ‘근로시
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제’ 내지 학설에서 말하는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가 해당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율에 따른 정
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급이 정해져야 하므로 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포괄임금제에서 금지하여야 할 효과를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어디
까지로 정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의 규율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 포괄임금제로서의 효과를 부정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주 휴일과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 주급제나
월급제의 경우 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주급제나 월급제의 해석론으로서도 충
분히 설명될 수 있으므로 굳이 포괄임금제의 문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휴일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명문의 입법으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여부에 관
해 해석론상 다툼이 있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현행 근로기준법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되는 금
액을 특정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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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해석하는 포괄임금제는 휴가 사용 전의 사전매수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차휴가근로
수당을 명문의 입법으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3) 금지의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조항과 연계하여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조항과 연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 등을
정함에 있어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가산 임금을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17조는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명시하지 않았
다 하여 근로조건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지에 대해 해석론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근로계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근거를 두는 경우 그 근로조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해석상
불분명해질 수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조항과 연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또는 전항에 따른] 임금을 총임금이나 정액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에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포함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의 수 및 제56조에 따른 임금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장근로수당 등과 연계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법상으로 무효가 되는 근로조건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규율이 보충적으
로 적용되어 정산된다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할 수 있다.
한편 정산가능형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법적일 수 있도
록 단서를 부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만 제56조
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 임금보다 상회하는
정액수당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60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다.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에서도 정산이 불가능한 정액급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금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1)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
함되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전제되어 있으
며, 그것이 임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는 점을 전제한다. 결국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상태적으로 고착시
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의해 휴일근로수당이나 휴
가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휴일 및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2) 포괄임금제는 판례 법리를 통해 인정되어 왔다. 종래의 판례를 살
펴보면, ① 판례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포괄
임금제를 인정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판례가 어떠한 점을 기준으로 참작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포괄임금제의 대상을 제대로 한정하지 못하며, ②
판례가 근로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판례가 묵시적
인 합의를 쉽게 인정하고 있어 역시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한
정하지 못하며, ③ 판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점을 유효 요건으로 한다지만, 불이익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판례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로 구분하
여 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을 인정한다. 그러나 첫째, 근로
시간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의 반대는 그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일 터인
데, 그 계산이 ‘어려운’ 경우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정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려는 태도가 아닌가 의문이며, 둘째,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렵다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판결도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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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판례는
근로시간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기시간을 제외한 협의의 근로
시간)이라는 의미로서 ‘실근로시간’의 계산에 집착하여 왔다고 판단된다.
(3)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를 장시간 근로가 상태적인 모습으로 정하
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인간의 생활형태(생활리듬)에 어긋나는 근
로형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나아가 판례가 인정하는 ‘근로시간 계산
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의 규
율을 부정한다. 이러한 점들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포괄임금제가 판례를 통한 해석 법리로서 고착화되어 있다
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노사 당사자
가 약정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의 가능성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에서 금지하여야 할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산을
부정하는 포괄임금제(판례에서 말하는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제’ 내지 학설에서 말하는 ‘정산곤란형 포괄임금제’)가 해당한다.
입법론적 검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금지의 대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한의 규율
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수당, 야
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로서의 효과를 부정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금지의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
일근로 조항과 연계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또는 전항에 따른] 임금을 총임금이나 정액수
당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근로
계약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의 수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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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에 따른 임금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산가능형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합법적일 수 있도록 단서
를 부가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만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 임금보다 상회하는 정액수당
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에서도 정산이 불가능한 정액급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금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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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규정한 개념이 아니다. 흔히 얘기
하는 대기시간이란 것은 법적으로 때로는 근로시간으로 때로는 휴게시간
으로 취급된다.112) 그것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중간 영역 혹은 경계선
에 있다. 이념적으로,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전적으로 종속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근로시간과 다르고 휴게시간과 비슷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휘명령권에 잠정적․부분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에서 휴게시간과 다르고 근로시간과 유사하다.113)
11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
결. 이 점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대기시간’은 강학상의 대기시간과는 다르다. 강
학상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할 시간으로
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져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대기시간도 근
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설명된다(임종률(2011),『노동법』제9
판, 박영사, p.420).
113) 대기시간의 이러한 경계적(이중적) 성격은 근로시간 외의 영역에서 ‘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난다. 예컨대 일정한 공백 기간을 둔 채 반
복․갱신되는 근로계약 관계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할 때, 법원은 그 공백 기간에 관해 ‘대기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동지(同旨)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인사처분인 ‘대기발령’ 역시 ‘대기’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드러낸다. 사업장에서 흔히 행하는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
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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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대기시간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사
업장에서 작업시간과 작업시간 사이에 대기하는 것이다. 식당 종업원들
이 점심과 저녁식사 시간대 사이에 쉬거나 1, 2시간 단위로 교대제 근무
를 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조 이외의 근로자들이 사업장 내에서 휴식을 취
하는 경우, 공장 또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1, 2시간 단위로 순찰하는 근무
형태 등이 그 대표적 예이며, 그 외에도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의 호출을
대기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들은 사업장에 따라 때로는
근로시간으로, 때로는 휴게시간으로 불린다. 그러나 대기시간이 노동법상
근로시간으로서의 성격을 띠는지는, 사업장에서의 명칭과는 상관없이, 사
용자의 지휘명령권 아래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전형적 대기시간 외에도 근로시간성 여부가 다퉈지는 시간들이 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를 분류하면, 작업 준비 시간(작업 개시 전 작업복
착용, 준비 체조, 업무 인수 등을 하는 시간)과 작업 마무리 시간(작업 종
료 후 작업복 탈의, 업무 인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
한 작업 개시 전이나 종료 후의 시간들은 작업과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시간과 동일하지만,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
고 그 시간에 근로자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전형적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 도중에 적극적 활동 없이 사용자의 취로 요구를 기다리는 시
간과 구별된다. 이 경우에도 대기시간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
를 따지게 된다.114)
대기발령 역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작업이나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사용자
의 지휘명령권의 지배 범위하에 있고(따라서 대기발령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
가 출근하여 사업장 내 특정 장소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
다), 추후에 징계나 해고와 같은 인사처분이나 적절한 보직으로 발령하는 것과
같은 확정적 조치가 내려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도재형(2008),「대기발령의 법리」,
『2007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p.180 이하).
114)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 인수인계 및 작업 준비
시간,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종료 후 요금통을 반환하고 재설치하는 시간, 방송
사에 방송 소품과 의상 등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야외 녹화 종료 후 녹화
에 사용한 물품 등을 트럭에 싣고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지는 그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고 보았다(근기 68207-875, ’96. 7. 1; 근기 68207-1029, ’96. 8. 1; 근로기준과
-5441, 200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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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취급할지는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여부
와 직접 연결된다. 이 점에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 혹은 휴게시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노동법상 중요하다.
한편 대기시간은 단지 노동법상 근로시간인지 혹은 휴게시간인지 여부
와 관련해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또는 최저임금법 등
에서의 쟁점과도 관련된다. 예컨대 대기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
한지, 대기시간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대기시간도 근
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과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
도를 채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제한 법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분리된 근로형태
에 대해서는, 예컨대 제조업의 일관 생산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용 여부
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분리되
어 있지 않은 채 대기시간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위 근로시간 제한 법제의
적용이 쉽지 않다. 그런데 산업재해 관련 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
기시간 역시 근로자의 과로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기시간의 장기화를 막는 것은 장
시간 근로를 방지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
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터 잡아 먼저 문헌 조사, 판례 분석
을 통해 대기시간에 관한 법률적 규율 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대기시간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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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적 성격 검토
가.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50조 제1항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
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
외된다는 점만을 명시할 뿐 근로시간의 정의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판례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
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15)
여기서 ‘실(實)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구속시간을
뜻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
이러한 근로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 요소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인 관점에서 근로시간은 ‘시업 시각부터 종업 시각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언제를 시업 또는 종업 시각으로 볼 것
인지도 때때로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공장이 매우 넓
어 정문에서부터 공장 건물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근로자의 시업 시
각을 정문을 통과한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물에 들어온 시간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관점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대기시간과 관
련한 어려운 문제는 주로 근로시간의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으로 불리는 대기시간 중
일부는 법률상 근로시간으로 취급되곤 한다. 이때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115)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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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의 실질적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 중, 그 대부
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의의를 규정하고 있지만,116)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가 대기시간에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판례를 살필 수밖에 없
다. 그런데 대기시간의 특성상 판례 법리 역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
하고 있지 못하다(판례 법리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대
기시간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 관계에서 몇 가지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시간, 즉 실근로시간은 해당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
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이 점에서 실근로시간은 법정근로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하
기로 한 시간인 ‘소정(所定)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과 다
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은 ‘실근로시간’에 대한 제
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 놓은 소정근로시
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시
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되고 소정의 벌칙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둘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가산 임
금의 발생 근거가 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16)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뜻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 ‘근로계약’이란 근
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그리고 ‘사용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
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뜻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 ‘근로’란 정
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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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나.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
시간이 된다(이른바 ‘이행제공’의 상태).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
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법원 역시 “근로자가 당일 출근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는 가사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
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17) 따라서 실제 작업
을 하고 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 가능
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대기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취급
된다.
이렇듯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
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
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야 [한다]”.118)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경우, 그것은 근로시간 제한 법제를 적
용받는다. 그리고 사용자는 그 대기시간에 대해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한
다. 즉 대기시간은 법률상 혹은 계약상 임금 산정의 시간에 포함된다. 예
컨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으로 운영되던 대기시간이 재판을 통해 근로시
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전체 실근로시
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근로기준
117) 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11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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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책임을 부담한다(전형적으로, 법정근로시간과 같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운용한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
다).119)
이렇게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섭됨으로써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시간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장
근로에 관한 합의(근로기준법 제53조)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초과 시간은
적법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초과 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근무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은 “결국 위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위 기준근로
시간의 초과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
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
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위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위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
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근
로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고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
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따져, 만약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
법을 이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항을 바꿔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
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휴게시간
119)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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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4조에 의하면, 휴게
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한다. 휴게시간은 근
로자에게 그 전적인 사용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
휘명령에 종속되는 근로시간과 구별된다.120)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직접 연결(접착)되어 있다는 점에
서 같다.121) 그러나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
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간
인데 반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이탈하여 근로자가 자유
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즉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그 시간을 근
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구체적인 구별 기준
으로는 첫째,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는지, 둘째,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122)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
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
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
다”라고 전제한 후,123) “피고 법인의 우편물운송차량의 운전직에 종사하
는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도중에 수시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을 취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항상 사업장 내에서 운전업무 등의 노무제공을

120) 강성태(1996),「휴게시간의 의의」,『노동법연구』제5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
회, p.41.
121) 임종률, 앞의 책, p.420.
122) 강성태, 앞의 글, p.42; 이승기(2007),「휴게시간 중 재해와 업무상 재해」,『판례
연구』 제18집, 부산판례연구회, pp.723〜724; 이승길(2005),「휴게시간의 해석론
과 입법론」,『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p.529.
12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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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그 공백 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일정한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어 피고 법인의 지휘, 감독
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이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그 외에도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 태세
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 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124) 버스 운전기사가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을125)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으로 인정한 바 있다.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가 문제된 최근 사건으로는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을 들 수 있다. 이 판결에서는 대기시간의 휴게
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위 사건에서 원고(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
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임금 계산 시 제외된 휴게․수면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휴식시간
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이며, 야간에는 3～4시간 정도 숙면
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아파트 일부 경비원들이 작성한 확인
서를 근거로 하여,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
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
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과 아파트 관리원과 관리반장
으로 10년 동안 근무한 증인의 증언, 전․현직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
간이 없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해당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의 지방노동사무소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
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
다.126)
124) 대법원 1965. 2. 4. 선고 64누162 판결.
12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126) 관련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관리원’이라 함은 ‘경비원’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인다)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
게 적발 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의 관리원 및 관리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적이 있는 박필용은 원심법정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6시간의 휴식시간을 준 사실이 없으며,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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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기시간과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
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
법 제2조 제1항 7호). 임금 개념은 다시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금은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
‘금품’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현물 또는 시설의 제공 등 이
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용자가 지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
자와의 관계, 즉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된 것이어야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뜻이다.
둘째,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어야 한다.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127)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지급 의무의 발생이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
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전․현직 관리원들이 ‘재직 중 어떠한 휴게
시간도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전혀 없었
고, 심야시간대에도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서 깜박깜박 졸면서 근무한 경우
말고는 24시간 근무 중 단 1시간도 휴게시간은 없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 증의 1 내지 12)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의 전 대표자 이명자는
원고들의 임금지급 요구와 관련하여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
면서 ‘경비직 근무자들의 경우 격일제로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알아서 쉬고 있다’
라고 진술하였음(을 제7호 증)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이 증거로 적시한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점심․저녁식사 및 심야시간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본 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이다.”
127)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
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1999. 5.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
5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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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지급 의무가 개별 근로자
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생기는 경우에는, 그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에 의하여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128) 예컨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
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충
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금원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컨대 ‘근로의 대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사
용종속 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129)130)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자가 받는 구체적인 임금액은 근로시간에 연동한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므
로 구체적인 임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 즉 근로시간에 기준 임금액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임금액을 산출하는 시간에
산입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의 기준 임금액
사이에 차이는 없다. 그런데 대기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시간보다는 그 노
동 강도가 약하다. 또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취급할 경우 흔히 실근
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곤 한다. 이와 같이 노동 강도가 약하면
서도 근로기준법상 가산 임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에, 대기시간
이 필요한 업무(대표적인 예가 감시․단속근로)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하
는 사용자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이는 관련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제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딜레마는 최저임금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도 제기된다.
12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129)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130) 따라서 사용자가 법률상․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인 것은 아니다.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은 없지
만, 단체협약에 기해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때 그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는 지급 청구권이 있고, 단지 사용자는 그에 관해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지지 않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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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항을 바꿔 대기시간과 포괄임금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서 대기시간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에 대해 검토한다.

3. 대기시간 관련 기타 쟁점
가. 대기시간과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
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
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
에 의한 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131)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 제정법상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정
당화된 임금지급방식이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전형적 근로 유형 중 하나는 업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상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
시간은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약하고,132) 이
점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금이나
혹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데 거부감
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청
원경찰과 관련된 것이다. 위 공사의 청원경찰은 역사 내 근무반, 본사 및
13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132)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항 소정의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
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대법
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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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기지 근무반, 열차기동반 등으로 나누어 역사 내 근무반, 본사 및 차
량기지 근무반은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열차기동반은 매일 10:00
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 그리고 ① 역사 내 근무반은 1일 근무 인원 2
인 중 1인은 승강장 근무 및 열차 순찰을, 다른 1인은 역사 순찰 및 대기
를 각 2시간씩 교대로 하면서 야간 근무시간이 아닌 때와 야간 근무시간
대에 각 2시간씩 2회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②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반
은 2개조로 나누어 2시간씩 번갈아 가며 1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청경
대기실에 마련된 침상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③
열차기동반은 승강장 또는 열차 내를 순찰하면서 소매치기 단속 등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청원경찰들은 위 근무반을 순환하여 근무하면
서 기본급, 지하철근무수당 등의 수당 이외에 열차기동반 근무의 경우에
는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3%의 수당을 지급받
았고, 역사 내 근무반, 본사 및 차량기지 근무반 등은 초과근무수당 및 초
과근무수당 가산금,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46%의 수당을 지급받
았다.
위 사건에서 청원경찰인 원고들은, 포괄임금 방식에 의한 수당 지급이
위법하며, 초과근무수당 등과 같은 가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해 원심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
한 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근로자들에
게 불이익하고, 원․피고들 사이에 피고의 제 법정수당에 관하여 구체적
이고 명시적인 합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의 주 업무가 지하철
역사 등의 시설에 대한 경비 및 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
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휴일근로가 당
연히 예상되므로, 청원경찰운영규정에 원심판시와 같은 특수근무자의 근
무시간 및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
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원고들도 [… ]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위의 제 수당을 아무
런 이의 없이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청원
경찰운영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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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며 포괄임금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법리오해의 위법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은 회사 경비원과 관련된 것이
다. 이 사건의 원고는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까지 야간 경비원으
로 근무하였고, 회사 내 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1일 6시간 정도 화재 예
방과 주기적인 외곽 순찰 등의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
기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회사는 원고의 직무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일
수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
정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포괄임금 지급 방식이 위법하며 근로기
준법에 따라 가산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임금 차액을 청구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가 원고의 명시 내지 묵시적 동의 아래 근
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에 관계없이 시간외․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의 월급여액
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법제를 무력
화함으로써 장시간 근로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
러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그것 자체가 별도의 연구 주제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따로 행하지
는 않겠다.
나. 대기시간과 조합 활동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조합 활동(이하
‘조합 활동’이라 한다)의 정당성은 그 활동이 타인의 권리․이익과 충돌
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기업 내에서의 조합 활동의 정당성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의 활동과 근로시간 중의 활동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장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소유권, 임차권 등)이 지배하는 공간이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근로계약상의 권리)이 지배하는 시간이
다. 즉 조합 활동의 정당성과 관련된 쟁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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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및 지휘명령권과 충돌하는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면, 어느 범
위까지 그 활동이 가능한가’란 것이다.133) 바꿔 말하면, 조합 활동이 기업
시설 내에서 또는 근로시간 중에 행해진 경우처럼 타인 특히 사용자의 권
리․이익과 충돌하는 때에 권리 조정의 기준, 즉 어떠한 범위에서 조합
활동이 노동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 조합 활동의 정당성 문제이다.134)
이 가운데에서 대기시간과 관련된 쟁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권과 충돌
하는 영역에서 주로 일어난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취급된
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간 중에 행해진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외의 조합 활동은 지휘명령권과 충돌
하지 않기 때문이다.135) 반면에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원칙
적으로 그 시간 중에 행해진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
한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노무제공
의무를 지는 시간, 즉 근로시간에 행사할 수 있고, 근로자도 이 시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휘명령권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조합 활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노사 합
의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 정당성 문
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그것이 근로시간 중에 행
해졌는데, 위와 같은 노사 합의나 사용자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합
활동이 그러한 합의․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은, 원칙적으로 노사 자치 규범이나 사용자의 승낙 기타 관행에 근거하지
않은 조합 활동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즉 조합 활동이 정당하려면 취
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
우 그리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외에 행해
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36)
133)
134)
135)
136)

이영희(2001),『노동법』, 법문사, p.196.
김유성(1999),『노동법Ⅱ』 전정판, 법문사, p.101.
김유성, 위의 책, pp.102〜10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한편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의 정당성에
관한 노동법 학자들의 기본적 태도는, 취업시간 중 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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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과 관련하여 조합 활동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으로는, 대기
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정차 중인 동료 버스 기사에게 노동조합 관련 유
인물을 배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가 해당 조합원에게 내린 징계전직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이 문제된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
결이 있다.
유인물의 배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원은 회사가 유인물의 배포
와 관련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
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유인물의 내용, 매
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37) 그리고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의
휴게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
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
고 한다.138)
위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기초하여 “그 유인물의 내
용이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각종 수당의
산정 방식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 데다가 대부분 사실에 부
합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유인물 배포 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
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
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유
인물의 내용과 배포의 목적, 그 배포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휴게시간
조합 활동의 필요성․긴급성, 지휘명령권의 침해 정도 및 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태양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는 것이다(김유성, 위의 책, pp.102〜104).
137)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
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
54960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13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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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대기실에 있는 운전기사들 또는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동료 운전
기사들에게 단순히 유인물을 전달한 것만으로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위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판
시하고 해당 징계전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다.139)
다. 대기시간과 최저임금법
대기시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최저임금법이 직접 대기시간을 규율하는 것이고, 둘째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최저임금법의 적용 단계에서 대기시간을 규율
하는 것이다.
첫째, 최저임금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감
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
을 정한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한 후 그 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
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최저임금
액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법은 제5조 제3항에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139)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1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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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서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
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소정의 ‘임금이 도
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시간의 파악
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구체적으
로 어떤 근로형태가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홍익회의 성과급
영업원 및 성과급영업보조원의 사안이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
48836 판결에서 다뤄진 바 있다.
위 성과급영업인 등은 홍익회가 운영하는 철도역 구내매점에서 성과급
영업인 단독으로 혹은 성과급영업인과 성과급영업보조원이 함께 근무하
며 개점 시간 동안 홍익회가 공급하는 물품을 지정된 가격에 판매한 후
홍익회에 그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성과급영업인 등은
개점 시간만 준수하면 자신의 업무를 자신이 고용한 판매 대리인이나 가
족․친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금 등 그 근무형태가
도급적 성격이 강하고, 업무의 내용도 단속적․간헐적이어서 휴게시간
내지 대기시간이 많아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성과급에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
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위 성과급영업인 등의 근무형태가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
렵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이상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액을 그대로 적
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
금액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위 성과급영업인 등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최저임금법 제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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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의한 것)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140)
라. 대기시간과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부
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산재
보험법 제5조 1호). 업무상의 사유는 다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
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141) 흔히 법원은 업무상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140) 한편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부 장관이 위 성과급영업인 등에게 적용될 최저
임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해 사건을 심판하여야 할 법원으로서는 당시
시행되던 최저임금법(2005. 5. 31. 법률 제7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원
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의 형태와 방식, 근로시간, 근로의 밀도, 임
금의 산정 방식, 원고들과 같은 성과급영업인 혹은 성과급영업보조원들의 임금
산정 기준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생산고(판매량) 및 그에 따른 성과급 수준, 소득
분배율, 노동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고시한 최저임금액, 현행 최저임금법이 예정
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감액비율 기타 기록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원고들의 임금지급방식이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
수당이 포함된 월급 단위의 포괄임금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될
적정한 월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14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
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
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
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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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할 때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유무를 살펴본다.142)
만약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 해당 재해에 관해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
기시간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그것을 근로시간
에 입은 재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휴게시간 중에 입은 재해와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취급할 것인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 좌
우된다.143)
어려운 문제는 대기시간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경우이다. 실제 작업시간 자체는 길지 않지만 상당한 대기시간이 포함된
근로형태의 경우, 그 대기시간을 과로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
제된 두 개의 사건이 있다.
먼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
다. 망인은 1970. 11. 8.부터 소외회사 공무과 소속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
하던 중 1989. 8. 27. 04:00경 공무과 사무실에서 잠자다가 사망하였다. 소
외회사 공무과에는 자동기계정비반과 기계정비반이 있고 기계정비반은
A, B, C조 및 주간 상주 근무자로 나누어 위 3개 조가 1주일 단위로 근무
시간을 바꾸어 가며 3교대 근무를 하는데 망인은 기계정비반 C조에 속했
다. 위 기계정비반의 업무는 소외회사 공장 기계 중 자동기계를 제외한
기계의 정비 수리로서 주로 베어링과 콤베어 정비 작업이며 그 작업 내용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14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143) 이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 대립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대기시간
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과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가 미치고 있으므로, 대기시간 중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
된다는 견해. 둘째, 대기시간 중 발생한 재해도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와 동일
하게 취급하여, 작업 대기를 하게 된 이유, 예상되는 대기시간, 작업 장소의 상
황, 취업규칙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는 견해. 셋째, 대
기시간 중 발생한 재해를 휴게시간인지 혹은 대기시간인지 등 시간의 성격에 따
라 구별할 것이 아니라 당해 재해의 발생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
는 행위 도중에 일어난 것인지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승기, 앞의 글,
p.724).

제4장 대기시간

83

은 비교적 작고 간단한 부품의 교체․수리 등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큰 기계의 설치나 수리는 외부에 용역을 주었다. 망인은 1989. 7. 24.부터
7. 27.까지 하기휴가를 보내고 그 다음날부터 1989. 8. 5.까지 주간 및 야
간근무를 하면서 그 중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1989. 7. 1.부터 1989. 8. 26.까지 1일 평균 작업시간은 약 5시간 정도였고,
사망 당일에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00:00경부터 01:00경까지 간식을 한 뒤 02:00경부터 다른 사원들과 함께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자연적 급사에 속하는 급성심장
사이고 과로도 이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는데, 위 망인의 사체를 부검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망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
로 보았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망인의 근무시간의 상당 부분이 대기
시간이고 실제 작업시간은 1일 평균 5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위 사망이 과로에 의한 것이
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망인의 사인을 과로로 유발된 급
성심장사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작고
간단한 부품의 교체, 수리 등으로 그리 힘들지 않았고 사망할 무렵의 작
업시간이 1일 평균 5시간여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사망 당일에는 아무
런 작업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사망하기 20일 전쯤 8일간 3시간씩 연장근
무를 하였음에 불과하여 주․야간근무를 바꾸어 반복하는 관계로 일상생
활감각이 다소 저해된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위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
다거나 그로 인하여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인정사실만으
로는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위 사
망을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에 대법원은 “그러나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은 반드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에 종사하는 동안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업무시간 중 또는 그 전후에 휴식하는 동안에도 인정
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 취지는 위
망인의 근무형태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한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
사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선 “망인이 사망 당시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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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아니었고 또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비교적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
라 사망할 무렵의 작업시간도 1일 평균 5시간 정도여서 보통 평균인에게
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하기휴가를 갔다온 후 8일간을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데다가 그 후
2주일간은 매일 8시간씩 주간근무를 하고 그 후부터 사망 시까지 1주일
간은 매일 8시간씩 야간근무를 함으로써 이와 같이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 원인
이 될 수 있다면, 위 망인에게 근무 외에 과로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
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을 들어 파기 환송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들이 대기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과로의 원인 중 하
나로 보는 시각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727 판결에서도 이어진
다. 이 판결은 간경경화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평소 직장과 동료 직원의
배려로 어렵게 근무하여 오던 중, 소속 회사의 국세청 종합세무감사의 차
상급 수감 책임자로 지정되어 수검 대기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사안
에 관한 것이었다. 원심은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
병인 간경화증이 자연적 경과보다 더 빨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간경화증이 자연적 진행 상
태를 거쳐 악화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지만, 대법
원은 “망인은 위 종합세무감사의 준비 및 시행 이전에는 그의 지병인 간
경화증 때문에 직장과 동료 직원들의 배려 아래 어렵게 근무하여 왔으나
위 수감업무 때문에 평소와 달리 정신적 긴장과 부담감을 가지고 본사 및
출장 근무를 여러 날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가 보통 평균인
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판결을 선
고하였다.
위 사안들은 모두 실제 작업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은 아니
지만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경우이다. 위 사안에서 대기시간이 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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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위 사안들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기 때
문이었다. 그런데 휴게제도의 취지 중 하나가 근로자의 피로가 축적되어
재해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144) 위
판결례와 같이 대기시간 역시 과로의 한 원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
하다.

4. 결 론
가. 요약 및 분석
대기시간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취급함으로써 법률상
각종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한편으로 그 시
간에 관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지휘명령
권의 잠정적․부분적 행사 범위 안에 두어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충돌
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률을 통해 적절히 규율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로시간 제한 법제의 취지 및 ‘권한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적절한 부과’라는 노동법의 이념을 위에서 살펴본 대기시간의 특성과 어
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다.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그 노동 강도나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의 면에서 전형적인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점에
서 대기시간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3
호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근로자로서 감시․단속 근
로자를 포함시킨 것이나,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제2항
이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할 수 있
다고 규정한 것도145)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법원 역시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대기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
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산재보험법 관련 사건에서도 과로의 한 원인
144) 김유성(2005),『노동법Ⅰ』, 법문사, p.174; 임종률, 앞의 책, p.415.
145) 다만, 부칙에 의해 제3조 제2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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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급하면서도, 임금 등과 관련해서는 대기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
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거나 최저임금액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사용자가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나. 대기시간제도의 입법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기시간제도는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며 판
례에 의해 규율된다. 이로써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한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
해진다거나 혹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를 사실상 회피하는 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
기시간제도 자체를 새롭게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냐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146)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기시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현실
적인 방법은 업종별 혹은 사업 및 사업장별 사정 및 대기시간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입법례
를 참고할 수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외에도 중간적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업무의 이행이 느슨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특별한
임금지급 규칙에 따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
다.147)
첫째, 업무의 실제 수행이 없는 막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고용
(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준
근로시간’(heures d'équivalence)이다. 이들 호텔, 카페, 레스토랑 분야의

146) 이승길, 앞의 글, pp.551〜552.
147) 이하 프랑스의 중간적 시간 제도에 관한 설명은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
현․조아란(2010),『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
부 학술연구용역보고서, pp.118〜119 내용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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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내지 기준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39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둘째, 근로자가 사용자의 항상적이고 즉각적인 처분하에 있지 않으면
서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나 근접
거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호출 대기시간’(astreinte)이다. 호
출 대기시간에 대한 규율 및 보상은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에 맡겨져 있으
며, 이것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사용자
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
원대표)와 협의를 거치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셋째, 특정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인 경우에 근무 장소
에서 ‘옷을 갈아입는 시간’(temps d'habillage et de déshabillage)도 여기
에 해당한다. 이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협정 또는
근로계약에서 금전보상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근무복의 착의 및
탈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보상의 대상에 포
함된다.
위 입법례 가운데에서 한국의 대기시간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부분은 호출 대기시간에 관한 것이다. 집이나 사업장 밖 장소에서 자유로
이 시간을 보내다가 사용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출근해서 작업해야
하는 ‘호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근로시간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148) 이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호출 대기시간의 경우 장소적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전형
적인 대기시간과 다르긴 하지만 그 역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잠정적으
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대기시간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출 대
기시간의 근로시간성 여부 판단도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의 구속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문제는 호출 근로 형태의 다양한
모습에 대응한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인바, 한국의 호출 근로에 관
한 실태에 기초하고 위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한 새로운 입법적 해결 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148) 이승길, 앞의 글, 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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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게시간의 제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게시간의 길이와 관련하여 근
로기준법은 그 최저한만을 정하고 있을 뿐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몇 시간에 걸쳐 몇 번의 휴게시간을 부
여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그 시간 동안 비록 근로자
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중간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여될 경우 근
로자의 구속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결국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대기
시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149) 예컨대 어떤 시내버스 회사의 배차 시간이
1시간이고, 한 차례의 배차 간격 사이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
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오전 6시부터 근무하는 근로자는 저녁 9시가
되어야 하루 8시간 근로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로 회
복 및 여가 활용이라는 휴게제도의 취지는 발휘하기 어렵고 장시간의 휴
게시간이 오히려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휴게시간의 최대한(最大限)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휴게시간 길이의 최대한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이 되거
나,150) 통상의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한을 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151) 특히 후자의 방식은 유럽연합이
채택한 방안이다. 1993. 9. 23. 채택된 유럽연합 입법지침인「근로시간의
편성에 관한 93/104/EC」제3조에 의하면, 모든 회원국은 모든 근로자가
하루 24시간 동안 최소한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152)

149) 강성태, 앞의 글, pp.50〜51; 이승길, 앞의 글, p.541.
150) 이승길, 앞의 글, pp.552〜553; 최영진(2008),「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
개선방안」,『한양법학』제23집, 한양법학회, p.525.
151) 강성태, 앞의 글, p.51.
152)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 앞의 보고서,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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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정 업종의 대기시간 제한
근로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는 업
종이 있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비원, 식당 종업원, 버스 및 택시 기사 등
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 대기시간을 어떻
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한국에는 명문으로 운수종사자의 근무시간을 규율하고 있
는 법률은 없다. 다만 구자동차운수사업법(1998. 6. 14.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6항은 “자
동차운송사업주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수종사
자를 위한 숙소․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였고,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8. 6. 14. 법률 제5448호) 제22조 제5항
도 “운송사업주는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를 위하여 휴게실 등 후
생복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될 때 삭제되
었다.
그런데 ILO의 ｢노면운송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협약｣(제
153호, 1979년)은 “어떠한 운전자도 휴게 없이 4시간 이상 계속하여 운전
할 수 없다”(제5조 제1항)고 하면서 다만 각국의 여건에 따라 계속 운전
가능 시간을 확장하는 경우에도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
2항). 또한 “모든 임금 생활 운전자는 계속 5시간의 근로 후에는 휴게시
간을 부여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153) 위 규정에 따
르면, 예컨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도로의 정체로 인해 원래 4시간의 운
행시간이 예정되어 있던 서울-대구 구간을 5시간 동안 운행한 경우, 설령
배차 계획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에게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고속버스를 운행하여 서울로 돌아갈 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153) ILO,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1919-1991,
pp.1203〜1204 및 p.1209(강성태, 앞의 글, p.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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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ILO 협약의 내용이 운송사업의 공공성과 운송사업주의 업무재량권
을 제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나, 장시간의 대기로 인한 운수종사
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휴게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장시간의 운전을 허용할 경우 피로의 축적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협약 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
에서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호텔 또는 음식점의 경우 고객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택해 1시
간 내지 3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 명목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근로자가 이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취급해
야 한다. 다만 위 업종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노동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로시간 제한 법제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
다. 이 점에서 호텔이나 음식점 등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수를 달리 규정
하고, 전체 대기시간이 그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명시적 입법이 없는 경우 위 업종의 대기시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ILO의 ｢근로조건(호텔과 식당) 협
약｣(제172호, 1991년) 제4조 제1항은 호텔과 음식점 등에 있어서 “국내
법률이나 관행에 의해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54) 이
는 한국 판례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과 같다.

154) 고용노동부 국제기구담당관실(2010), ｢ILO 주요협약｣, 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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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남녀 주연배우가 분위기 있게 서로를 응시하며 다가간다. 영화촬영 현
장의 모든 스태프들은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아름답게 촬영하기 위해 몰
두하고 있다. 남녀의 얼굴이 거의 닿으려는 순간 “NG”라고 외치는 고함
소리가 들린다. 남녀의 얼굴 사이를 스태프가 높이 들고 있어야 할 마이
크가 가로막고 있다. 스태프는 꾸벅꾸벅 졸다가 손에 힘이 빠져 남녀 배
우 얼굴 사이로 마이크를 떨어뜨린 것이다. 이 스태프는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해 하다가 약국에 가서 피로회복제를 사먹는다.
위의 내용은 텔레비전에서 한동안 자주 방송되었던 모 회사 피로회복
제 광고이다. 일하는 도중에 그것도 중요한 촬영 순간에 마이크를 놓칠
정도로 피곤에 지친 영화촬영 현장의 스태프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보
여준다. 위 광고는 외관상으로는 다소 우습고 유쾌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과로로 쓰러지고 임금체불 때문에 밥을 굶고 때로는 자살까지 할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제작 현장 근
로자의 삶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
은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적정한 근로시간과 적정한 휴게시간, 휴일․휴
가의 보장이다.155) 영화제작업은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
155) 이 연구를 위한 연구팀 내부 회의에서 박제성 박사는 영화제작업의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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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특례사업에 해당된다. OECD 회원국 중 최장 근
로시간을 기록하여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를 안타까워할 정도의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156)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영화제작업을 비롯하여 대단히 광범위한 사업
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러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독일법상의 제도를 검
토해 보고자 한다.

2. 근로시간 특례의 의의와 입법 취지 및 연혁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법 소정 사업에 대하여 12시간을 초과
하는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
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인정 사업) 법
제59조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이와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사업들의 경우 공익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상 규정된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지키게 되면 일반 공
비참한 현실과 관련되는 위 광고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글에서 이를 반드시 언
급해 주기를 희망하였기에 이를 썼다는 점을 밝힌다. 물론 필자도 박제성 박사
의 의견에 동조하였기에 서두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156) 울리히 슈나벨(2011),『행복의 중심 휴식』, 김희상 옮김, 걷는나무, Prologu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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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생활에 불편과 지장을 가져오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지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157)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1961년에
도입된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인데 이는 일본 노동기준법 제40조를 참고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158) 일본 노동기준법 제4조는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초기에는 특례 대상
사업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의 연장을 꾀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법정근로
시간의 단축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
여 왔다. 또한 노동기준법 제40조에 기초하여 제정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는 노동기준법 제8조 소정의 특례 대상 사업 전부에 대하여 법정근로시
간의 특례를 인정하지는 않고 법 제정 당시부터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은
법 제8조 소정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의 특례
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기준법 제40조가 언급한 대상 업
종이었다고 하여 언제나 특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가 요
구하듯이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159)

3.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
가. 근로시간 특례의 내용
1) 연장근로 한도의 적용 배제 및 휴게시간의 변경
근로기준법 제59조 소정의 사업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
157) 하갑래(2011),『근로기준법』제23판, (주)중앙경제, p.324.
158) 일본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제8조 4호, 5호 및 8호 내지 17호의 사업에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필요를 피할 수 없는 한
도에서 제32조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명령으로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규정은 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근접하여 근로
자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59) 일본 노동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 규정의 연혁과 시사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2010),『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
사 및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p.140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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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한 경우 법정연장근로시간 최고한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
장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게시간 변경도 가능하다.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
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160) 또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대상 사업에 해당되면 직종
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다만 여러 개의 사업장의 조직․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면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다.161)
특례가 적용되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한도 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게 되고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전혀 주지 않거나 단축시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2) 특례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
특례 사업장에서 특례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
산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및 휴가 관련 조항 등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른 연소근로자의 연
장근로 제한, 임산부의 연장근로 제한, 잠수․잠함 등 유해위험작업의 근
로시간 제한에 대하여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특례 적용의 절차적 요건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례 사유, 즉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
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만 규정하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면 합

160)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 9. 8. 행정해석은 사업장의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전자제품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1호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된다고 보았다(하갑래, 위의 책, p.325에서 재인용).
161) 근로조건지도과-3325, 2008. 8. 21. 하갑래, 위의 책, p.3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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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다.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필요
로 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162)
다. 현행법상 근로시간 특례 규정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특례 규정은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많
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특례 규정은 상당히 광범
위한 사업부문에 대하여 연장근로 제한 시간, 휴게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례 대상 사업에만 해당되는 경우 법 소정의 간단한 절차적 요건만 갖추
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특례 인정 사유와 같은 실
체적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례
제도가 남용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내
재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163) 또한 법상 절차적 요건은 별다른 합의
내용상의 제한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적용한다’라는 취지의 간단한 서
면 합의만으로도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와 휴게시간 변경이 포괄
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리고 현재 법에서 특례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들이
반드시 특례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특례제도
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유사한 입
법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특
례를 인정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운수업, 의료업 등 이른바 공익성이 있
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중요한 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162) 임종률 교수, 하갑래 교수는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의 근로자 개별 동의는 필
요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임종률(2011),『노동법』제9판, p.414, 하갑래, 위의 책,
p.326) 김형배 교수는 서면 합의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실제 연
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형배(2011),『노동법』제20판, pp.440～441).
163) 하갑래, 위의 책,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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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누적, 건강침해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당해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164)
근로시간 특례 대상을 업무의 구분 없이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하
나의 사업 내에서도 연장근로의 필요성은 업무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동일한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의 특례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다르다는 점, 근로시간 특례 해당 업종
중에는 상시적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에만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예컨
대 숙박업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165)
한편 최근에 이루어진 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례 대
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는 12개 업종 중 상시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
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별로 많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 제도 자체
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는데 상시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
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운수업 중 마을버스와 택시, 시외버스, 영세
규모의 영화제작 및 흥행업, 일부 전자통신업, 우편통신업 중 우편물 운
송업무자, 영세규모의 음식점업 중 주방․서빙 담당자, 이용업 등이라고
한다. 운수업, 음식점 등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이 주당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특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들조차 해당 업종이 다른 업종과 달리 특별히 1주 12시간을 초과
하여 연장근로를 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용업이나 접객업에 해당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이유가 공중의 편의
나 부득이한 업무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영업이익 확보 차원에서
장시간으로 운영하다 보니 근로자들의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
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166) 더욱이 근로시간 특례 해당 업종 중
164)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 위의 책, p.98.
165)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 위의 책, p.99.
166)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 위의 책,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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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다른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적용 대상과 중복됨
으로써 사실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는 업종
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교육연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 분
야의 연구업무, 영화제작업에서의 방송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서의 프로듀서나 감독업무, 광고업에서의 디자인 업무 등은 근로기준법
상 재량근로제의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고 청소업 중에서 폐수처리업체에
서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속적 근
로자로 승인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
는 실정이라는 것이다.167) 또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
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가 거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68)

4. 독일의 근로시간 관련 법제
가. 독일 근로시간법제의 구조와 주요 내용
독일의 근로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
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고, 그 밖에 폐점시간법((Gesetz über den Laden
–schluss),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에서도 근로시
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69)
1) 근로시간법
1938년에 근로시간규정(Arbeitszeitordnung)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
정된 근로시간에 관한 법은 1994년 기존의 근로시간규정을 대신하는 근
로시간법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법은 특히 일요일, 휴일근로, 여성근로
등에 대한 기존 보호제도를 완화시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새로운 내

167)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 위의 책, p.100.
168) 박지순․전윤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 위의 책, p.98.
169) 과거 영업법 제105b조에서는 일요일이나 국가가 승인한 축제일의 근로를 엄격
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재 이 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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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포함하였다. 근로시간법 제3조에서는 1일 8시간의 최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6개월 또는 24주 단위의 변형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1일 2
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의 총근로시간은 60시간
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시간은 6개월 또는 24주를 단위로 할 때 1일 8시
간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즉 일정 단위기간 내에 초과근로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요
건이 된다. 만일 일요일이나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일요일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법정최고근로시간과 단위기간 내의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근로시간법 제11조 제2항). 또한 만일 근로자가 일
요일에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주의 기간 내의 근로일 중 일
요일근로에 상응하는 대체휴일을 보장받아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8주의 기간 내의 근로일 중 휴일근로에 상응하는 대
체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한 가산 임
금 지급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
산 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된다.170)
근로시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생산직근
로자(Arbeiter), 사무직원(Angestellte), 직업훈련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와 직업훈
련생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경영조직법 제5조 제3항의 관리사원(leitende
Angestellte),171) 주임의사(Chefärzte), 인사 관련 업무에서 독립적 결정
170) 과거에는 가산율을 25%로 명시하였었다.
171) 경영조직법 제5조 제3항의 관리사원이라 함은 근로계약 및 기업 및 사업 내 지
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의 자를 의미한다. 1. 사업장이나 사업장 내
각 분과 내에서 근로자를 독자적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을 가지는 자, 2.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업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통상적으로는 그 밖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지만 그 임무가 기업이나 사업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험과 지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단, 3호의 사
원은 맡은 임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지시로부터 독립하여 결정을 내
리거나 또는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조건은
당해 사원이 특히 법규나 계획 또는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거나 다른 관리사
원과 협력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한편 동조 제4항에서는
관리사원 해당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자로는 1. 사업장협의회나 대표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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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지는 공공업무기관의 관리자 및 그 대리인과 공공부문 근로자,
위탁받은 자와 주거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기책임으로 이 자를
교육, 간호 또는 보호하는 근로자, 교회와 종교단체의 예배 부문 등에 대
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8조 제1항). 또한 18세 미만인 자의
고용에 대해서는 이 법 대신 청소년근로보호법이 적용된다(동조 제2항).
한편 특수한 근무상황으로 인하여 별도의 근로시간 규율이 필요한 영
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법이 적용된다. 선원법 제3조의 승무원으로서
의 상선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대신 선원법이 적용되고(동조 제3항) 항
공기 승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이 법 규정에 대신
하여 항공기사업법에 관한 제2시행령(Die Zweiten Durchführungsverordnung
zur Betriebsordnung für Luftfahrtgerät)의 항공시간, 항공업무시간,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제20조). 내륙수운 운행직원에 대해서는 라
인강선박점검규칙(Rheinschiffs-Untersuchungsordnung)과 내륙선박점검
규칙(Binnenschiffs-Untersuchugsordnung)상의 휴식시간 규정에 저촉되
지 않는 한에서 근로시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제21조). 또한 도로교통운
전사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기준에 따른 보다 엄격한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된다(Verordnung Nr. 561/2006/EG). 이는 도로교통 안전보장과 운전
기사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전 유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운송차량을 운행하는 운
전기사와 9인을 초과하는 여객수송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에 대해 적
용되는데172) 이들의 경우 1일 운행시간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1주일에 2회에 한하여 10시간까지 운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주당 총
운행시간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되는 2주 동안의 운행시간이
총 90시간을 초과할 수도 없다.

회의 최종적인 결정 이후 또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통하여 간부사원으로 편입된
자, 2. 기업 내에서 주로 관리사원을 대표하는 간부층에 속하는 자, 3. 기업 내에
서 관리사원에게 관례로 되어 있는 정규적인 연봉을 받는 자, 4.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적용시키는 경우에 사회법 4편 제18조에 의한 봉급액수의 3배
를 초과하는 정규적인 연봉을 받는 자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2) 단, 이 규정은 레일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차
운전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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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근로시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및 법정축제일에는 근로
가 금지되나 법 소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는 허용될 수 있
다. 근로시간법 제10조에서는 일요일 및 법정축제일 근로 금지에 대한 예
외가 인정되는 업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분야는 다음
과 같다. 1. 응급업무, 구조업무, 소방서, 2.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법
원과 관청의 기능, 국방의 목적을 위한 경우, 3. 병원 및 사람을 보호․간
호하고 다루는 시설, 4. 식당, 접대 및 숙소제공 시설, 5. 음악연주, 연극,
영화상영, 전시, 공연, 기타 유사한 행사, 6. 교회,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적
행사, 7. 스포츠, 여가, 휴식, 오락시설, 관광사업, 박물관, 학문 관련 도서
관, 8. 방송, 언론, 뉴스 관련, 9. 박람회, 전시회, 시장, 민속축제, 10. 도로
교통규정상의 교통업, 11. 에너지, 수도, 오물수거, 하수처리사업, 12. 농
업, 동물사육, 동물보호시설, 13. 경비업, 사업장경비, 14. 사업장시설 청
소․유지, 사업장 내 평일 근무를 위한 준비, 정보처리시스템의 기능 유
지, 15. 자연생산물, 원료의 부패 방지, 작업결과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연구작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한 업무, 16. 생산시설의 파괴 또는 중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17. 제과, 제빵점의 경우 상품 생산․운
반 등을 위해 일요일과 축제일의 3시간 근로가 허용되고 일요일 및 축제
일의 판매업무 등은 허용된다.
사용자, 근로자 등 관련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된 긴급 상황(Notfälle)
과 비정상적 상황(Außergewöhnliche Fälle)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원료 또는 식료품이 부패하거
나 작업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는 제3 내지 5조(근로시간, 휴
식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조항), 제6조 제2항(야간근로시간에 관한 조항),
제7조(단체협약 또는 사업장협정에 의거, 법과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 관
한 조항), 제9 내지 11조(일요일, 휴일 휴무에 관한 조항)를 적용하지 않
는 것이 허용된다(제14조 제1항). 또한 ①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임
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의 성
과가 위험하게 되거나 지나친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② 사람을 치료하거
나 간호하거나 보호하는 일 혹은 동물을 치료하거나 돌보는 일을 위한 연
구․지도, 연기할 수 없는 사전작업 또는 마무리작업 및 연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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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등의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다른 대비책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제3
내지 5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1조 제1항 내지 3항, 제12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동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6개월 또는 24주
의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제
한을 받는다(동조 제3항). 근로시간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근로한 초과근로시간
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시간 또는 대체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럽연합
의 근로시간 입법지침(93/104/EG, 2003/88/EG)은 주당 48시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기간을 정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독일 근로시간법 규정은 강행규정
이므로 단체협약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173)
2) 폐점시간법
폐점시간법은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 판매점에 대해서는 폐점시간 자
체를 법에 의해 제한함으로써 당해 판매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가 억제되는 효과와 연결되므로 독일 근로시간법제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근로시간법뿐만 아니라 폐점시간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폐점시간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게나 판매점에 대하
여 평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
는데 2003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판매소들은 일요일과
법정축제일에 영업이 금지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제빵점의 경우에는 오후 8시부터 익
일 오전 5시 30분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12월 24일이 평일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오전 6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영업이 금지된다(폐점시
173) Neumann/Biebl, Arbeitszeitgesetz, 15.Aufl., 2008, §14 Rn. 18.(박지순․전윤
구․손향미․이정현․조아란, 위의 책, p.1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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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법 제3조). 다만 약국, 신문 및 잡지판매소, 주유소, 기차역의 판매점,
공항, 휴가지 등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법 제4조, 5조, 6조, 8조, 9조, 10
조). 또한 농촌의 농번기, 박람회나 시장 등의 특별한 행사의 경우 등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법 제11, 14조).
그런데 2006년 6월 30일 독일연방하원의회는 연방주의제도 개혁에 동
의하면서 폐점시간에 관한 사항은 각 주에 입법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독일연방상원의회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각
주의 사정에 따라 폐점시간에 관한 각자의 규정을 가지게 되었고 대체적
으로 유럽의 규제완화 경향이 고려되었다. 일반적으로 작은 소매점들의
개점시간 연장은 산발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대형쇼핑센
터나 슈퍼마켓 등은 개점시간을 연장하였다. 각 주법에 의해 개점이 허용
되는 시간대 내에서 각 기업 또는 가게들이 개점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하게 된다. 참고로 독일 각 주 판매점의 개점 허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74)

주

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바덴뷔르템베르크

0∼24시

0∼24시

바이에른

6∼20시

6∼20시

베를린

0∼24시

0∼24시

브란덴부르크

0∼24시

0∼24시

브레멘

0∼24시

0∼24시

함부르크

0∼24시

0∼24시

헤센

0∼24시

0∼24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0∼24시

0∼22시

니더작센

0∼24시

0∼24시

연방법에 의함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0∼24시

0∼24시

연방법에 의함

라인란트팔츠

6∼22시

6∼22시

자를란트

6∼20시

6∼20시

작센

6∼22시

6∼22시

작센안할트

0∼24시

0∼20시

연방법에 의함

슐레스비히홀슈타인

0∼24시

0∼24시

연방법에 의함

튀링겐

0∼24시

0∼20시

연방법에 의함

연방법에 의함
1년 중 6일까지 13〜20시

174) 각 주의 개점 허용시간은 각 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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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근로보호법
청소년근로는 청소년근로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규율된다. 이 법에 따
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만 허용
된다. 다만 16세 이상 청소년으로서 요식업 종사자는 오후 10시까지, 교
대근로사업장 종사자는 오후 11시까지, 농업 종사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빵․제과점 종사자는 오전 5시부터 근로가 허용된다. 직업학
교수업이 오전 9시 이전에 있는 경우 수업일 전날 오후 8시 이후의 근로
가 금지된다. 17세 이상 청소년이 제빵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오전 4시
부터 근로가 허용된다. 교통기술상의 이유로 인해 불가피한 대기시간을
피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오후 8시 이후에 근로시간이 종료되는 사업장
의 경우 감독관청에 사전신고를 한 후에 청소년을 오후 9시까지 근로시
킬 수 있고 교대사업장에서 불가피한 대기시간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서도 감독관청에 사전신고를 한 후 16세 이상 청소년을 오전 5시 30분
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사이에 근로시킬 수 있다(청소년근로보호법 제
14조).
나. 근로일간 최소휴식시간제도
1) 의의와 입법취지
독일 근로시간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휴식시간’(Ruhezeit)의
의미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근무조 내지 근무시
간대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를 종료한 이후 다시 근로를 재개
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최소휴식시간은 일반적으로 귀가를 위해
사업장을 떠날 때에 시작되어 다음 근로를 위해 사업장에 출근할 때에 종
료되는 것으로 본다.175) 이는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침해를 방지하고
수면과 휴식을 통해 노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는
최소휴식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175) Reinhard Richardi(Hrsg)(2009), Mue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3.,
Aufl., C.H.Beck, §299, R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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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휴식시간의 내용
성인근로자에 대한 최소휴식시간 보장은 근로시간법 제5조에서, 청소
년근로자의 최소휴식시간 보장은 청소년근로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
고 있다. 즉 18세 이상의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를 마친 이후 다시 근로를
재개하기까지는 최소한 11시간 동안 중단 없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받는
다(근로시간법 제5조).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
동안 중단 없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청소년근로보호법 제13조).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
최소휴식시간은 ‘중단되지 않고’(ununterbrochen)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이 중요하다. 또한 최소휴식시간은 역일에 따라 매일 11시간이 부여되어
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바로 이어서 부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특히 교대제 근로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호출되어 다시 작업장에 돌아오게 해
서는 안 된다. 최소휴식시간 중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를 요구받
은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
던 긴급상황(Notfälle)과 비정상적 상황(Außergewöhnliche Fälle)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176) 한편 최소휴식시간 부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예
컨대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어 최소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177)
3) 최소휴식시간의 예외- 최소휴식시간의 단축
근로시간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법 소정의 사업 분야에서는 동조 제1항
의 최소휴식시간은 최고 1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단축
하는 경우에는 1개월 또는 4주의 단위기간 내에 부여되는 다른 한 번의
최소휴식시간을 최소한 12시간으로 연장시켜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분야 외의 사업에서는 임의로
최소휴식시간 단축을 할 수 없다. 법상 최소휴식시간 단축이 가능한 사업
176) Reinhard Richardi(Hrsg), 위의 책, §299, Rn. 5.
177) BAG 16.5.1957 AP AZO §12. N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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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78)
① 병원 및 기타 사람을 치료, 간호, 보호하는 시설: 병원은 사회법전
제5편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과 동법 제107조 제2항 소정의 질
병예방시설, 재활시설 등을 의미한다. 또한 양로원, 영아원, 고아원, 구호
기관, 복지기관, 학대받는 여성 보호기관, 노숙자보호기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입원 및 응급시설이 ‘기타 사람을 치료, 간호, 보호하는 시설’에 해당
된다.
② 음식점과 기타 접대 및 숙박시설: 레스토랑, 분식점, 사내 식당, 카
페, 바, 아이스크림집과 같은 각종 요식업소, 호텔, 펜션, 유스호스텔, 기
숙사, 요양소 등과 같은 각종 숙박업소 등이 널리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휴식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즉 고객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방근로자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소휴식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운수업(Verkehrsbetriebe): 화물운송 및 여객수송 또는 통신(Nachrichten)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의미
한다.
④ 방송업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방송, 위성
방송 사업 등을 말한다.
⑤ 농업, 동물사육 : 근로시간법에서 농업의 의미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동식물을 통해 식물성 또는
동물성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로 해석된다. 또한 동물사육은 농업적인
사육시설을 갖추고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이외의 동물사육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시간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 및
기타 사람을 치료, 간호,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최소휴식시간의 단축을 호
출대기시간(Rufbereitschaft)179) 부여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178) 각 사업의 의미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는 Reinhard Richardi(Hrsg), 위의 책,
§299, Rn 8 이하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79) 호출대기시간이란 판례와 학설 등을 통해 발전된 개념으로서 근로자는 자택이
나 기타 다른 장소에 머물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 어느 장소에 머무는지 알려야
하고 사용자가 호출하는 경우 근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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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휴식시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원칙적으로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경우라면 5.5시간은 호출대기시간을 부여
하고 최소휴식시간은 5.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러
한 법 조항의 적용은 실무에서는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180)
또한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최소휴식시간은 최고 2시간을 단축하
여 9시간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축된 최소휴식시간은 단체협약에
서 정하는 단위기간 내에 보충되어야 한다. 사업장협의회에서는 단체협
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최소휴식시간 단축을
정할 수 있다. 즉 최소휴식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단체협약 당사자들이 사
업장협의회보다 우선적으로 권한을 갖는다.181)
4) 위반에 대한 제재
근로시간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위반하여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최소휴식시간을 단축한 이후 최소휴식시간 연장을 통해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만 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22
조 제1항 3호). 또한 법 제22조 제1항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사용자
가 고의로 행하여 근로자의 건강이나 노동력을 상하게 하거나(법 제23조 제
1항 1호)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2호)에는 1년 이하의 금
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조 제1항 1호의 행위가 과실에 의해 야기
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동조 제2항).

5. 결어 : 현행 근로시간 특례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가. 현행법상 특례 적용 사업 규정의 폐지 내지 재조정의 필요성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특례 대상 사업을 정
시간 동안 근로자가 어느 장소에 머무는지는 자유이지만 어느 때라도 사용자가
호출하면 연락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호출대기시간은 근로시간법상의 근로시간
에 포함되지 않는다(Reinhard Richardi(Hrsg), 위의 책, §298, Rn. 39).
180) Reinhard Richardi(Hrsg), 위의 책, §299, Rn. 15.
181) Reinhard Richardi(Hrsg), 위의 책, §299, Rn. 13.

제5장 근로시간 특례 제도

107

해 놓고 있지만 최근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례 대상 사업임에도 불
구하고 특례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은데 이 경우는 사
실상 특례제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특례를 인정해야 할
공중의 편의 등 불가피한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역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
다. 예컨대 이용업의 경우 특례를 인정해야 할 정도의 공중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현행법상 특례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는 현실적
으로 특례제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특례제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 종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연장근로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을 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
례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나 결국 추가 인력 투입에 의한 적정 근로시간
확보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근로자들이 과중한 연장근로를 감수하는
희생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시외버스 운전,
마을버스 운전 등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운수업에서 연장근로가 많
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유럽지침과 독일의 경우
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수업에서는 운전기사의 적정한 근로시간 보장이
도로교통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하고 이를 입법에 반영하고 있
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특례 대상 사업 규정을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그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의 일부 근로자들만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특례 규정을 존치하는 경우 특례 요건 규정의 구체화
특례 규정을 계속 존치시킨다는 전제하에서는 특례 대상 사업에서 법
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요건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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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행법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몇 시간까지 주당 12시간을 초
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다는 정도의 내용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다 바람직하기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에서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합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
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서면 합의 없이 특례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당국에서는 특례 적용 사업장에서 법
상 서면 합의의 절차적 요건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
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비교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과거의 엄격한 폐점시간법
적용을 완화시켜 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각 주의 재
량에 따라 개점 및 폐점시간을 주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점의
폐점시간이 예전보다 늦어지는 추세에 있다. 특히 대형 슈퍼마켓, 쇼핑센
터 등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독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일반 시민들의 생활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현행 근로시간법제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 현행법과 같
이 대단히 광범위한 사업영역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도
록 하는 제도는 오늘날 일과 가정생활, 근로자의 시민생활이 양립되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근로시간법제 개선 방향과는 전혀 동떨어진 입법 태도
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현행법상 근로
시간 특례 제도는 많은 개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
적으로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전 유럽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
화물운송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과 건강, 도로교
통 및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음 날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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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개시될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안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관련 허용 한도만 넘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날
의 근로 종료시각과 다음 날의 근로 개시시각 사이의 간격이 대단히 짧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의 근로가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
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법상의 근로일간 최소휴
식시간제도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후에 일정 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가정생활 등 사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 지급 외에는 별
다른 법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독일의 경우 일요일, 법정공휴일, 각
종 축제일 등에는 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들이 가정생활, 시민으로서의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야 할 점이다. 즉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휴일에 휴식
을 취하여 피로를 풀어야 한다는 육체적 건강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
라 공통된 휴일이나 축제일에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 친지 등
주변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정신적
건강의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은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
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건강의 의미에 대
한 고려하에서 우리의 근로시간법제도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
적 건강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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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1. 서 론
근로기준법은 일정 사업에 종사하는 자 혹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 제외하는 입법 태
도를 취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 근로자
의 범위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1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2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3
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4호)”를 들고 있다. 또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82)
18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는 법 규정상의 문언과, 1호 및 2호의
‘‧‧‧‧‧‧ 사업’이라고 하는 규정 형식이 호응하지 않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는 1호 및
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각 호에서
‘‧‧‧‧‧‧ 사업’이라는 형태로 사업의 분류를 제시하고, ‘각 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라는 규정 형식을 통해 위와 같은 해석상의 모호함을 없앤 경우로는 일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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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규정의 일부 적용 제외라는 구도는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법의 개입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183)일 수도 있고,
사업의 영세성과 근로감독 행정의 현실 등을 고려한 경우184)일 수도 있
으며, 고용 기회의 확대라는 정책의 취지에 입각한 경우185)도 있다. 나아
가 시각을 넓힐 경우, 적용의 제외와 반대 방향에서의 특례, 즉 우대를 정
하고 있는 법규들도 발견된다.186)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다른 적용 제외 규범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첫째,
특정한 사업 혹은 특정한 직무가 그 요건이라는 점과, 둘째, 적용이 제외
되는 보호법규가 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적용 제외 규범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근로자성의 인정에 대하여
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그 보호를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적용 제외가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원
칙적으로 일정한 노동시간의 초과를 허용하지 않으며(근로기준법 제50조
이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하여 할증임
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하여(근로기준법 제56조) 직접/간접적으로 장시
간 노동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에 근로자에 대
해 이러한 보호를 제외한다는 것에 납득 가능할 만한 근거와 엄격하고도
명확한 요건설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
기준법 제41조 및 별표 제1(구노동기준법 제8조 역시 참조)이 참고가 될 것이다.
183)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184)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행정의 현실화라는 과제로부터 비
롯되는 부담이 왜 근로자측에 전가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 존재한
다. 한국노동법학회(2006),『근로기준법 적용범위의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노
동법학회.
18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호 등.
186)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 및 연소자에 관한 특례 규정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 근로자에 비해 이들을 보다 많이 보호하기 위한 배려에서이고
법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 역시 이러한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노동법연구원(2007),『근로기준법 적용의 합리화
방안 연구』, 노동부,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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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의 대상 중, 2호의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해서
는 포괄임금제나 최저임금 적용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논의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음187)에 반해 1․2호의 1차 산업 종사자188)와 4호의 관리직
근로자189)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진지한 검토 없이 근로시간 관련 법규에 의한 보호가 일부 근로자에
대해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본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
한 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행정청의 허가
와 같은 별도의 요건190)도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사용자의 자의적 지시
에 따라 제한 없는 장시간의 노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 결과로서 다
양한 문제점에 노출된다는 문제로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의 규정 및 그 해석론이나 판례의 입장은 근거, 요
건의 판단 기준, 효과 전반에 걸쳐 명확한 범위 획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63조 1․2호 및 4
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예
외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의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이 보고서의 일차적인 과제이다.
나아가 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당시부터 동일한
규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
전, 기업 내 조직의 다양화 등에 의해 입법 당시와는 변화된 현재의 상황

187) 국제노동법연구원(2007),『근로기준법 적용의 합리화 방안 연구』, 노동부, p.99
이하 등.
188) 이 분야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009),『농업 등 근로
기준법상의 업종분류 등에 관한 연구』, 노동부; 김홍영(2010),『근로기준법상 근
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제외사업(식물재배사업)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
의 지급의무』, 노동법학 제33호.
189) 이 분야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김재훈(2000),「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특
례․배제조항에 대한 법적고찰」,『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김유성 교수 화갑기
념, 법문사.
190) 제63조 3호의 감시단속 근로자에 관하여는 동 조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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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이전에는 적용
제외의 취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의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에서 법 해석의 새로운
시각은 물론 규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제외 조항의 근거와 요건 및 효과의 상호 관계
그리고 다양한 변화에 대응한 법 조항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검토는 본 보
고서의 이차적인 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재검토는 장시간 노동의 가능성을 법 규정에 의해 규제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장시간 노동을 사전에 예
방할 수 있음은 물론 입법적 개선을 통해 적용 제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기존 논의의 정리와 문제의 제기
기존의 논의에 대한 검토를 위해 본 규정을 요건과 효과, 그리고 근거
로 나누어 살펴본다. 즉 ‘누구’에 대해 ‘어떤 효과’를 ‘왜’ 부여하는지(기본
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기존의 논의가 어
떠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정리하며 이로부터 문제의 도출을 시도
한다.
가. 요건-불명확성
적용 제외의 요건은 일정한 사업에 종사할 것(1․2호) 혹은 일정한 직
무를 수행할 것(4호)이다. 이 요건이 정하고 있는 사업 혹은 직무 모두 그
명확한 범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탓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내포한다. 우선 ‘일정한 사업에 종사’라는 요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분류가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효한 지적이 존재
한다.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인 재배․수확 과정과
그 시장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확물의 포장․가공이 일체화된 경우가 점
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증대라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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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분리해 내는 것이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다. 그만큼 근래의 농업
은 전통적인 생산방식과는 달리 사업과정이 복잡 내지 복합화되어 가는
추세이다”.191) 또한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
이 그 직무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으며, 판
례나 행정해석 역시 일응의 기준을 두고는 있지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확
보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는 언제든
현재화될 수 있다.
1차 산업에서의 적용 제외나 관리감독자의 적용 제외 모두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판단 기준
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존재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호의 적용
제외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요건의 판단을 위한 방식으로서는 다
분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 효과-극단성
근로기준법 제2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성의 판단 여하에 따
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결
정되는 구조와 마찬가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조가 규정하고 있
는 ‘적용 제외’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할 경우 그 효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 쟁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첫째, 제4, 5장의 내용 중 ‘근로시간 및
휴게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야간근로에 관한 제56조의 규정 적용 문제와, 연월차 유
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이에 해당하며, 특히 폐지된 ‘월차휴가’와 관련하여
일부 논의의 대립이 있었던바, 이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가 있다
면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 제외를 규정한 법규정과
는 별도의 합의가 취업규칙 기타의 규정에 의해 존재하는 경우 어떠한 효
19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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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전
제된 3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좀 다른 취지의 판결이 제시되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법상의 판례로 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192)이
존재한다. 다만 이 판결들에서는 왜 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닌 ‘월차유
급휴가’에 대해서도 적용 제외의 대상 규범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월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
로시간, 휴게 및 휴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시 별다른 설명 없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서술하고 있는 견
해193) 이외에도, 월차유급휴가는 휴가일이 1일이므로 주 휴일과 그 성격
이 비슷한 탓에 적용 배제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견
해,194) 그리고 법리의 오해라고 지적하는 비판195)이 존재한다(다만 이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적용 제외 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월차유급휴가의 성격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라는 점196)과,
월차유급휴가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 본고에서는 그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197)).
적용 제외 혹은 전면 적용이라는 양자 택일의 효과만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제63조의 규정이 그 해석에 있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
19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염전회사의 현업원이며, 다만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월차휴가수당의 지급 자체는 인정된 사례이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311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193) 김치선(1995),『노동법강의』, 법문사, p.220.
194) 하갑래(1995),『근로기준법』, 중앙경제사, p.339. 다만 이러한 설명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월차유급휴가를 적치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와 성
격이 거의 같아지는 탓에 월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의 입
장(1989. 7. 12. 근기 01524-10415)을 지지하고 있다.
195) 김광욱(1993),『근로기준법』, 이화문화출판사 p.469.
196) 이 점,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시간제도와는 취지를 달리하는 탓에 적용 제외
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역시 동일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197) 노동법실무연구회(2010),『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p.220에서는 근로시간, 휴
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월차휴가에 대한 적용 배제를 부정한다.

116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다.198) 물론 대법원 판례199)에 의할 경우 사용자 및 근로자 양측의 의사
에 의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사를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러
한 합의에 대해 사용자측의 어떠한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단체협약의 합의 등에 있어 집단으로서의 동의주체
혹은 교섭주체로 나서기가 용이하지 않은 4호의 관리감독 근로자를 전제
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단지 가능성으로만 그치기 쉽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문제로 남게 된다.
다. 취지-전제의 변화
위 두 가지 물음은 기존의 논의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되는 의문이다.
다만 이러한 의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제의 전제로서, 애초에
왜 이러한 적용 제외가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존재
한다.
즉 기존의 논의는 대개 적용 제외의 취지로서 “당해 사업이나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규율을 여타의 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기가 곤란한 때문
에 설정”200)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201)하다든지,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질 수 없다는 점이나, 직
198) ‘적용 제외’가 아니라 ‘유연화’를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견해로, 고
려대학교 산학협력단(2009),『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분류 등에 관한 연
구』, 노동부, p.98 이하.
19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1158 판결. 본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근로
기준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
을 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
에 따라 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를 인용하며 제63조 1
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0) 김유성(2005),『노동법Ⅰ』, 박영사, p.193.
201) 임종률(2011),『노동법(제9판)』, 박영사, p.441; 노동법실무연구회(2010),『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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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이유로 한다.202)
먼저, 1․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근거
가 1차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근로시간 규제의 부적합성이라고 하는 것
이 기존의 한결같은 논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농기술의 출현, 기업형 1
차 산업의 확산,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일반화 등의 변화를 전제할 때 위
와 같은 근거가 예전과 같이 유지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그렇다면 요건
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혹은 변화된 전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 제외
를 해야 할 새로운 근거가 존재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203)
또한 사업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
로 적용 제외의 규제 방식을 취하는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시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이 동조 1호 및 2호
의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종 내지 업
무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그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는 근로시
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다.204)
“가령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9. 4.
1,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20호) 제3조 3호에 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에서 주로 내근직을 수행하는 직원(예컨대 경리직원)에게도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를 받는다고 해
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하여는 “‧‧‧‧‧‧ 이것은 동조의 입법제정
시에 농업경영체의 발달이 미약했던 점이 반영되었던 점, 그 이후에도 우
리나라 농․림․축․수산사업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업무
기준법주해Ⅲ』, 박영사, p.215.
202) 김형배(2011),『노동법』 제19판, 박영사, p.466.
203) 이와 관련된 제안으로는, “‧‧‧‧‧‧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근로시간제도 적용 제외
규정(제63조)과 관련해서는, 역시 현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대상 업종을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계화 등의 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임업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농업․축산․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실내작업
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제도의 전면 배제가 아니라 적용 특례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강구할 수 있
다 ‧‧‧‧‧‧”. 국제노동법연구원, 앞의 책, p.138.
204) 2002. 5. 21 근기 68207-2012; 2005. 6. 16. 근로기준과-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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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업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시기적 필요성에 따라 생산작
업에도 대체투입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 규율의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205)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현재
에도 이러한 규율이 여전히 합리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4호와 관련된 판례206)에서는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해, “회사의 감
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서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누가 관리감독 근로자인가 하
는 요건의 문제인 동시에 왜 그들에 대해 적용 제외가 적절한 것인지 하
는 근거로도 기능한다. 즉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이 있다는 것
은 근로기준법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에 대한 보호의
요청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보호 필요성의
부재),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타 근로자의 업
무를 감독하거나 전체로서의 업무를 관리하는 입장에 서는 탓에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별도 규제 필요성의 존재). 이 외에도 특별수당 등에 의해 직
위에 부합되는 대우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요건으로 파악하는 견해207) 역
시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될 만큼의)
두터운 보호가 이미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 필요성의 부재라는 근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감독 근로자의 적용 제외에 대한 근거들은 사업 내
조직구조의 다양화(관리직의 확대, 팀제의 운영 등)나 관리 업무의 중대
성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관리감독 근로자
일수록 오히려 더 과중한 연장근로가 일상적인 경우가 종종 존재하며, 이
205)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앞의 책, p.14.
20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207) 김재훈, 앞의 책,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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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자율적 연장근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
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청되고,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예전과 달
리 보다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 규제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시각을 고려하면 보다 변화된 근거에 기인하여 요건 및 효과에 있어 새로
운 모델의 구상이 필요하리라는 점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준은 현재의 규정 체계로서는 결국 법원에 의한 구체적
판단에 그 결과가 맡겨져 있는 탓에 복잡하고 애매한 근로조건의 설정,
근로관계의 유지를 노정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고, 서면에 의한 근로계
약의 내용 합의나 절차적인 의사교환 구조의 확보를 통한 근로관계의 명
확화라는 방향성을 고려하면 그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다.208)

3. 새로운 접근
가. ‘요건’의 명확화와 ‘효과’의 다양화
위에서 제시한 요건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해 ‘명확화’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두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첫째로는 구체적인 실체
적 요건을 통해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도
록 구분하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를
규정한 미국의 제도(소위 White Collar Exemption)는 그 해당 직무 혹은
권한의 정도, 임금의 지급방식, 그리고 연수입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누가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사용자 입장에서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간 법제의 적용 외에 두고
싶을 경우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합의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209)
물론 이러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은 객관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208) 이러한 모호한 근로관계의 유지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고도
로 요청되는 탓에 노사 양측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합의되는 것은 별론으
로 하더라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기능할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209)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노동법학회, 앞의 책, pp.67～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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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외부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시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2004년 법개정,
그리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응하는 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요건의 명확화를 위한 둘째 방식은 법 전체에 걸친 통일적 해석을 지
향하는 독일식의 대응이다.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요건을 사업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210)의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집단으로서의 제도화에 착안하
여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집단이 사용자와의 사이에서의 교섭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211)를 확보해 두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입법
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에 최적화된 적용 대상자로서의 근로자, 그리고 그
여집합으로서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설정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목적을 갖는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 제외 근로자의 개
념을 원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을 집단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나 절차적인 교섭의 장
을 통해 근로시간에 관해 일정한 재량을 갖는 근로자 집단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근로시간 규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요건에
충실한 측면을 갖는다.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요건의
명확화 방식이 효과와도 결합되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효과가
적용 제외냐 전면 적용이냐로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아무래도 실체적 요
건을 통한 객관적 명확화가 강하게 요청된다. 반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효
과가(일부 적용, 일부 제외와 같이) 가능할 경우, 실체적 요건에 집착하지
않더라도 절차적 교섭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요건을 도입할 여지는 확대된다.

210) BetriebsVerfassungsGesetz 제5조 제3항의 관리직원(Leitende Angestellte). 구
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노동법학회, 앞의 책, pp.38～40 참조.
211) 관리직원대표위원회법(SprecherausschußGesetz)에 의한 관리직원 대표위원회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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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론의 한 예 - 관리감독 근로자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감독 근로자의 경우 그 요건에 대해 학
설, 행정해석 및 판례가 거의 일치된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
나 이 기준 자체가 명확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2호의 감시․단
속 근로자와는 달리 행정청의 승인 등의 요건도 없는 탓에 사용자의 자의
에 의해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보호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관리감독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적용 제외 규정의 대상이 되는 근
로자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① 법이 예정하는 전형적 관리감독 근로자와
②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전자에 대하여는 ①
법의 취지에 근거한 규정의 적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
결에, 후자에 대하여는 ② 이러한 근로자층에 대하여 제63조의 규정이 남
용될 가능성에 입각하여 요건의 엄격한 판단 기준 확립과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들에 대해 근로시간 규정의 새로운 모델이 요청된다면 어떠한 내
용이 담겨져야 하는지에 각각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① 제63조의 규정이 전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진정 관리감독 근로
자’의 경우, 이들이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 단순한 최
고노동시간의 규제보다는 실질적으로 건강확보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노
동시간 규제의 방식이 요청된다. 이러한 규제가 현재의 해석론상 가능한
지 혹은 새로운 입법이 요청되는지가 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② 실질적으로 4호에서 상정하고 있는 관리직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용자에 의해 이 범주로 분류되고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
고 있는 경우에 세 가지 판단 기준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범위 획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존재하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비진정 관
리감독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가 남용되는 이유를 검토함
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근로시간법제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 역시 요구되는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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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교법적 검토
이하에서는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과 이의 새로운 해
석의 방향에 대한 시사를 위해 일본법상의 제도를 검토한다. 이미 제기된
문제, 즉 요건의 명확화와 효과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본의 세 가지
근로시간 적용 예외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도입 및 운용에
서 실제 나타나는 장단점을 분석한다. 적용 제외의 취지라는 관점에서는
일본 노동기준법 제41조 2호의 연혁적 검토를 통해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가 어떠한 근거에 기인하는지, 그 근거의 변화 과정은 어
떠한 것이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
해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법의 전제하에 장
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의 방향과, 나아가 새로운 입법
을 통한 관리감독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의 모델을 모색한다.
가. 일본 노동법상 관리감독자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의 검토
1) 제41조 2호의 관리감독 근로자
일본 노동기준법 제41조 2호에서는 감독 혹은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에 대해 동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됨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의 양 측면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
63조 4호의 규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일본에서도 이 규정의
요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법규상 명확하지 않은 탓에 판례의 해석에 맡
겨져 있었다. 판례는 초기부터 일관되게 ① 경영방침의 결정에 대한 참가
혹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해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
는지, ②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③ 그 지
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지의 세 요건을 해석의 기준으로 제시하
여 왔다. 다만 ②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상당히 엄격
한 기준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1947년 행정해석212)의 경우 ‘출퇴근 등에 관해 엄격한 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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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자’라는 기준을 적시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1988년 행정해석213)에
서는 이러한 기준을 삭제하게 된 점은, 행정청의 경우 출퇴근에 관한 자
유로운 재량이라는 기준을 이전처럼 엄격하게 유지할 경우 변화된 관리
직의 역할을 고려할 때에 본조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
음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극히 한정되며, 이러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본호에서의 관리감독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 규정을 둘러싼 분쟁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그 이유
로는 인사관리 실무에 있어서의 관리직층과 노동기준법상의 관리감독 근
로자 개념의 혼동, 노동기준법 규정상 요건의 불명확성, 별도 규제의 필
요성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형식이 적용 제외라는 강력한 효과를 정하
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본조가 적용 제외의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규정 형식을 갖고 있
는 탓에 판단은 요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으로서는 관리감독 근로
자로 인정할 경우 노동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
는 점도 있는 탓에 그 인정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법원은 본
조의 근거를 ‘보호 필요성의 부재(근무시간의 자유재량, 상응하는 처우)’
와 ‘별도 규제의 필요성(경영자와의 일체성)’에서 찾고 있으며, 근로시간
에 대한 재량이 약하다고 인정되는 한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적
용 제외는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제의 태도는 적용 제외의 대상
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노사 양측의 필요에 의해 장시간
노동이 요청되는 경우, all or nothing의 규제 형식은 자칫 건강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과 여타의 제도적 대안이 없는 경우
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간단한 이용이 가능한 본조를 통해 규제를 잠탈하
고자 하는 시도가 되풀이되리라는 점, 그리고 시급의 인하를 통한 포괄임
금제 형식으로의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액에 변화가 없
는 장시간 노동의 합법화 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212) 昭和22. 9. 13 基発17号.
213) 昭和63. 3. 14 基発15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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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일본 노동기준법 제38조의 4에서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의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성질상 이를 적절히 수
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 방법을 대폭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탓에 당해 업무 수행의 수단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 사용자가 구
체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대상 업무를 적
절히 수행하기 위한 지식 및 경험 등을 갖는 근로자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사전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
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상설의 노사위원회 구성이 요구되
는 것과 이 노사위원회에서 재량근로제 도입과 관련하여 업무, 인적 범위,
간주근로시간, 사용자의 건강확보조치, 고충처리조치 등을 결의하도록 하
고 있는 점에 있다. 노사위원회에서 5분의 4 찬성을 통해 위 사항을 의결
할 것이 요구되며, 이외에도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가 요구되고, 또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 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등 절차적 요소에 대하여도
2중의 장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는 관리직으로서의 업무 성격에 주목하
여 그 수행 방식을 재량에 맡기고자 하는 데에 규제의 취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규정의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업무의 진행 방식이나 시
간 배분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214)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하여는 관리직으로서의 업무와 근로시간 규정의 보호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분된 규제를 위해 절차적 요소를 강화하여, 노
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구분 규
제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요소가
지나치게 엄격한 탓에 실제로 거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제도
의 구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고려 요소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14) 平11. 1. 29 基発45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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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 제외 논의215)
일본에서는 기술혁신과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
라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경영환경 및 근로자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근로자의 근무 형태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면서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지역 커뮤니
티 활동이나 평생 교육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생활의 양
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정 외 근로
를 중심으로 하여 연장근로가 늘어나고 연차유급휴가의 취득률이 저하되
는 등의 장시간 근로가 일상화되어 왔다. 이에 대해 적절하고 엄격한 근
로시간의 관리를 철저화하면서 장시간에 걸친 항상적 연장근로 및 임금
지급 없는 연장근로(소위 ‘서비스 잔업’) 등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
도의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또한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기업 간 경쟁이 격
화되면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소비 수요의 다양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기업은 조직을 재편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팀 방식을 채용하여 기
동적 조직운용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스태프 관리직 및 중간 관
리직의 역할과 재량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차유급휴가, 시간외 및 휴일근로, 간주근로시간
제, 재량근로제 등을 규정한 기존의 노동기준법으로 어떠한 대응이 가능
하며 또 어떠한 입법적 요청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한 결과 “자율적으로
일하며 근로시간의 장단이 아닌 그 성과나 증력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적
절한 근로자”를 모델로 하여 새로운 근로시간제도의 모색이 요청되고 이
를 위해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 제외’가 논의되었다.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의 경우, 먼저 그 적용을 위한 ‘근
무태양요건’으로, 직무수행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 사용자로부
터의 구체적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량에 대해 재량을 가질 것, 근
로시간의 장단이 직접적으로 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며 성과나 능력에 따
라 임금이 결정될 것 등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본인요건’으로 일정
수준(금액) 이상의 연수입이 확보되어 있을 것,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
215) 厚生労働省(2006), ｢今後の労働時間制度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 1. 27.에 기초함.
http://www.mhlw.go.jp/houdou/2006/01/h012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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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들이 전제된 경우에도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건강확보조치’의 강구로서 유급주휴일 2일의 확보,
건강상태의 정기적 검진과 행정관청에의 결과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 절차 요건으로서 도입에 관해 기업 내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
는 노사에 의한 합의를 요건으로 할 것이 제언되었다. 이러한 요건을 만
족시키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효과로서, 근로시간, 휴게, 심야근로에 관
한 노동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의 도입 논의 배경에는 실효성이
없는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고도로 상위에 속하는 한정된
계층에 대하여는 제41조 2호를 통하여, 그 아래의 계층으로 근로시간의
규정 적용에 대해 유연화가 필요한 관리직층에 대하여는 화이트칼라 근
로시간 적용 제외 안을 통하여 근로시간의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고자 한
취지가 존재한다. 즉 제41조 2호는 지금처럼(혹은 지금보다 더)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여 극도로 한정된 고위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적용
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정적 해석의 결과로 여기에 포함되
지 못하는 대다수의 근로자 중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반드시 적절하지
만은 않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층을 어떠한 제도적 틀을 통해 규제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해 명확화된 요건(연수입 요건 등)과 절
차 요건(도입에 있어서의 노사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및 합의와 본인 동
의 요건) 및 건강확보조치 등을 통해 근로시간제도의 본질적 보호를 가급
적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216)
나. 일본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가 주는 시사
위의 세 가지 근로시간 적용 예외는 각각 ‘관리직으로서의 요건 판단을
216) 다만 이 제도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2007년 1월 11일에 후
생노동성은 대상자의 범위를 연수 900만 엔 이상으로 기획, 입안, 연구, 조사, 분
석의 업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화하여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
였으나, 정치권에서는 동년 4월의 지방선거 등을 의식, 결국 국회에서 법개정안
으로 성립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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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한 적용 제외 모델(제41조 2호)’, ‘상설의 위원회에 의한 절차 요건 강
화와 근로시간 산정의 특례(기획업무형 재량노동제)’, ‘요건의 명확화 및
절차적 요건의 병행 모델(화이트칼라 근로시간 적용 제외 법안)’로 구분
하여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관리감독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가 일
반 근로자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다양한 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
며, 따라서 관리감독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근로자층의 스펙트럼
이 산재하고, 각각에 대해 근로시간의 규정을 전면 적용하는 선택부터 적
용 제외하는 선택과 그 사이의 구분된 규제까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들에 대해서도 근로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한다면 장시간 노동으
로부터의 보호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복잡한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보다 간명하고 원칙적인 법 적용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원칙적 적용을 관철하면
서 극도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 제외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택 이외에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선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실질적인 구
분 규제의 필요성과 이를 수용할 제도가 없을 경우의 법 잠탈의 시도－을
법 준수의 미비나 이에 대한 규제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반드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만은 하기 어렵다. 법의 준수가 어렵고 그
실효성이 의문시될 때에, 규제의 다양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규범체계
를 제시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체적 요
건이나 효과의 문제뿐 아니라 절차적 제도의 병행을 통한 당사자의 의사
존중,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한 대비
(특히 이러한 문제가 건강이나 가정과 같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와 관련될
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다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리직 근로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우선 진정한 관리직 근로자의 경우, 즉 근로시간에 대한 충분한 재량을
보유하며 동시에 대우 면에 있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웃도는 처우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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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어 있는 경우, 그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에 대해 처우의 문제는 해결
되었다고 보더라도,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안전배려 의무의
일환으로서의 건강확보에 대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 일본 노동기본법상의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의 검토
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우리 법에도 그대로 유효한 지적이다. 관리감독 근
로자로 판단하는 요건 그 자체를 보다 엄격화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려
니와 이러한 요건의 엄격화와 더불어 또 다른 실체적 요건, 즉 화이트칼
라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실질적 건강확보조치
가 동시에 유효 요건으로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근로시간 보호 규정으로부터의 적용 제외라는 문
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논
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
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관리직
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소액만을 지급하면서 법 규제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이
들에 대해 관리감독 근로자로서의 해당성 부인, 지급된 관리직 수당의 포
괄임금제로서의 성격 검토, 실질 연장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의 비교 등
을 거쳐 실질 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흐름이 기본적 해
결책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요건의 불명확성 탓에 사법 판
단 이전까지는 여전히 법적 불안정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근로자 입
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관리감독 근로자로 분류되고 근로시
간의 적용 외에 있는 것으로 취급될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투는 번거로움
을 겪어야만 한다는 난점은 여전히 잔존하는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근로자 자신이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근로시간 관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한 형태로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나 화이
트칼라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는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절차적 요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제63조 4호의 관리감독 근로
자의 실체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진정한 관리감독 근로자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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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 파악할 경우 남게 되는 다양한 관리직층의 근로자에 대한 다양
화된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5. 결 론
이상 일본의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검토를 주요 소재로 하여 살펴본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와 장시간 근로라는 테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누구(어떤 사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
제외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보다 복합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즉 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가, 꼭 배제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취지의 물음이 먼저 제기되어야 한다. 관리직 근로자의 예
에서도 알 수 있듯이(농업 등에 관한 국내의 논의 역시 이러한 논의의 근
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온 근로자
들이라 하더라도 산업기술의 발전이나 기업 내 조직의 변화 등으로 인하
여 더 이상 그러한 적용 제외의 취지가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존재한
다. 따라서 왜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재
검토가 있어야만 당해 적용 제외가 합리적인 것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부
당한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법제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근
로자층(존재한다면)과,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별도의 규제가 요청되는 근로자층을 구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층은 근로시간에 대해 스스
로 전적인 자율에 가까운 재량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뜻하며, 이들에 대
해 근로기준법상의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존재함은 물론이며 건강확보
를 위한 최저한의 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준수는 엄격
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제를
모색하면서도 장시간 근로를 억제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
구할 필요가 존재한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경계에 치우쳐서 근로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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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가 무시되고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만 법제도가 이루어질 경우
법규의 잠탈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all or nothing 식의 현행 제도는 다양한 근로자층의 근로형태에 대
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화이트칼라 적용 제외
제도 식의 새로운 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 내용이나 대우 등
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설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근로자 집단
의 협의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병행시키고, 나아가 건강확보라는 장시
간 근로에서 가장 우려되는 본질적 요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함으
로써 복합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보다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해 긍
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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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

1. 서 론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예컨대 휴식, 오락
및 능력개발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주휴제와는 별
도의 휴식제도이다.
주휴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연차휴가제도와 같은 별도의 휴식제도의 필
요성을 인식하게 된 배경은 생산성의 향상,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상승 등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었다는 점 외에도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연차휴가제도는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60년 이래 전 세
계적으로 발전해 온 20세기적 근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연차휴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있어 ILO가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ILO 제132호 협약(1970년)은 1년 근로에 대해 3노동주의 연차휴가를 기
준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이하 ‘법’)은 이러한 입법 추세에 접근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법 제60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인 근로자에게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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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
도로 하여) 1일을 가산해야 한다(법 제60조 제4항). 근로기준법상의 이러
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주어진다.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고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
서는 연차휴가를 완전히 소진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적인 개선이 있었으나 제도의
활용 수준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아직 계몽도 제
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연차휴가제도의 현실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휴가법제를
제 외국의 보편적 운영방식과 ILO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연차휴가제도 사용의 실태를 짚어
보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휴가 사용의 실태
연차휴가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기에 앞서 그 사용 실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현장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소진율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체적
으로는 63.5%이지만 규모, 산업, 부문,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노조 사업장이 무노조 사업장보다 소진율이 낮다
는 점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현장근로자들이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전체 응답자 4만 3,055명 중 69.2%인 2만 9,779명이 긍정한 반면 30.8%
인 1만 3,276명이 부정하였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소진하지도 못하고 또
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도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
히 많다는 점은 연차휴가제도의 활용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활용은 무노조 사업장보다 낮았
지만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지급의 비율은 무노조 사업장보다
더 높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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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현장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소진율
(단위 : %)

규모

산업

부문
노조

평균
63.50
62.95
63.87
71.24
68.06
57.82
67.33
61.02
74.30
61.69
64.18
72.62
68.64
63.47
66.05
57.64
64.81

전체
99인 이하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민간부문
공공부문
유노조
무노조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0), 사업체 패널 2009.
<표 7-2> 현장근로자들이 남은 연차휴가일수 비례 수당을 지급 받는지 여부

규
모

산
업

부
문
노
조

전체
99인 이하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민간부문
공공부문
유노조
무노조

전체
43,055 (100.0)
32,059 (100.0)
8,681 (100.0)
1,163 (100.0)
1,152 (100.0)
17,351 (100.0)
25,704 (100.0)
195 (100.0)
1,946 (100.0)
4,715 (100.0)
7,247 (100.0)
5,502 (100.0)
6,099 (100.0)
42,690 (100.0)
365 (100.0)
7,903 (100.0)
35,152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0), 사업체 패널 2009.

예
29,779 (69.2)
21,550 (67.2)
6,585 (75.9)
785 (67.5)
859 (74.6)
12,852 (74.1)
16,928 (65.9)
162 (83.3)
1,143 (58.8)
3,423 (72.6)
4,889 (67.5)
3,502 (63.7)
3,808 (62.4)
29,531 (69.2)
249 (68.1)
6,241 (79.0)
23,538 (67.0)

아니오
13,276 (30.8)
10,510 (32.8)
2,095 (24.1)
378 (32.5)
293 (25.4)
4,499 (25.9)
8,777 (34.2)
33 (16.7)
803 (41.3)
1,292 (27.4)
2,358 (32.5)
2,000 (36.4)
2,291 (37.6)
13,160 (30.8)
116 (31.9)
1,662 (21.0)
11,614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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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는 이유

규
모

산
업

부
문
노
조

전체
99인 이하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제조업
비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업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민간부문
공공부문
유노조
무노조

전체
1번
2번
3번
4번
43,055 (100.0) 10,489 (24.4) 18,471 (42.9) 2,159 (5.0) 11,937 (27.7)
32,059 (100.0) 7,850 (24.5) 13,371 (41.7) 1,666 (5.2) 9,173 (28.6)
8,681 (100.0) 2,105 (24.3) 3,903 (45.0) 335 (3.9) 2,338 (26.9)
1,163 (100.0)
268 (23.1)
612 (52.7) 103 (8.8)
180 (15.5)
1,152 (100.0)
266 (23.1)
585 (50.7)
56 (4.8)
246 (21.4)
17,351 (100.0) 3,940 (22.7) 7,482 (43.1) 735 (4.2) 5,195 (29.9)
25,704 (100.0) 6,549 (25.5) 10,989 (42.8) 1,424 (5.5) 6,742 (26.2)
195 (100.0)
1,946
4,715
7,247
5,502
6,099
42,690
365
7,903
35,152

64 (32.6)

60 (30.8)

25 (12.8)

47 (23.8)

(100.0)
572 (29.4) 1,026 (52.8) 151 (7.8)
197 (10.1)
(100.0)
875 (18.6) 2,110 (44.7)
57 (1.2) 1,674 (35.5)
(100.0) 1,632 (22.5) 3,149 (43.5) 488 (6.7) 1,979 (27.3)
(100.0) 1,792 (32.6) 2,111 (38.4) 187 (3.4) 1,412 (25.7)
(100.0) 1,616 (26.5) 2,533 (41.5) 516 (8.5) 1,434 (23.5)
(100.0) 10,395 (24.4) 18,301 (42.9) 2,134 (5.0) 11,861 (27.8)
(100.0)
94 (25.9)
170 (46.6)
25 (6.9)
76 (20.7)
(100.0) 1,645 (20.8) 3,351 (42.4) 498 (6.3) 2,410 (30.5)
(100.0) 8,845 (25.2) 15,120 (43.0) 1,661 (4.7) 9,527 (27.1)

주 : 1번 - 업무 자체가 많아서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함.
2번 - 회사 업무가 집단적, 협력적인 작업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연차휴가 사용을 꺼리게 됨.
3번 -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찾아서 쓰는 관행이 없어 눈치가 보임.
4번 - 추후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 휴가 사용을 꺼림.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0), 사업체 패널 2009.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는지 살펴보
기로 한다.
전체 응답자 4만 3,055명의 42.9%인 1만 8,471명이 회사 업무의 특성상
동료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연차휴가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밝
혔고, 업무 자체가 많아서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하다는 답변과 추후에 연
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실제 휴가 사용을 꺼린다는 답변도 각각
24.4%, 27.7%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회사 분위기
상 연차휴가를 모두 찾아서 쓰는 관행이 없어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적
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소진이 적은 것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배려심이
라든가 업무의 과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지 결코 회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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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연차휴가 사용 실태는 아직
그 저변이 넓지 못하다. 연차휴가 사용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장시간 근
로의 다른 표현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3. 국제기준
가. ILO 국제기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ILO 규범으로는 1936년에 채택된 제52호 협약
과 제47호 권고, 1954년에 채택된 제98호 권고, 1970년에 채택된 제132호
협약이 있다.217) 이 중 제132호 협약은 1960년대에 들어와 휴가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그 내용도 급속히 발전하면서 1936년의 제52호 협
약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218) 1970년 제54회 총회에서 채택하여 제52
호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제132호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휴가권의 발생과 내용
휴가일수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3노동주를 하회할 수 없다(동 협약
제3조 제3항).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근무기간에 비례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4조 제1항).
연차휴가권의 성립 요건으로 최저한의 근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동 협약 제5조 제1, 2항 참조). 근무기
간의 계산방법에 관해 각국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동조 제3항), 질병, 재

217)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1952년에 제
101호 협약과 제98호 권고를 채택하였다.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ILO가 일반근로
자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는 휴가제도로 유급교육휴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
여 1974년에 제140호 협약과 제148호 권고를 채택하였다.
218) ILO의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도 1964
년에 제52호 협약은 시간의 경과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
다고 보고한 바 있었다(ILO Report, Holidays with Pay, Report VI, 1968, 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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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임신 등과 같은 근로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한 결근은 각
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근무기간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동
조 제4항).
공휴일이나 관습상의 휴일은 휴가의 일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동
협약 제6조 제1항), 재해로 인한 근로불능의 기간은 각국이 정하는 조건
에 따라 휴가의 일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동조 제2항).
2) 휴가시기의 결정
휴가의 시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사용자가 결정한다(동 협약 제10조 제1항).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업무의 필요성,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휴양을 위한 기회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동조 제2항).
3) 연차휴가수당
휴가기간 중에도 최소한 통상의 임금 또는 평균적인 임금(normal or
average remuneration)이 지급되어야 한다(동 협약 제7조 제1항). 특별한
약정이 없는 수당은 휴가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4) 연차휴가의 분할
휴가의 분할에 관해서는 각국에서 결정할 수 있다(동 협약 제8조 제1
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분할된 하나의 휴가
부분은 적어도 연속하는 2주간 계속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5) 연차휴가권의 존속기간(소멸시효)
제8조 제2항의 분할의 경우 2주 이상의 연속 휴가 부분은 연차휴가권
이 발생한 연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부여되고 사용하여야 한
다. 잔여 휴가 부분은 18개월 이내에 부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동 협약
제9조 제1항).
본 협약의 최저한을 넘어서는 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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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최저기간과 기한은 관련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와 협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하거나 단체교섭 기타 자국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 국내 관행에 합치하도록 결정한다(동조 제3항).
6) 연차휴가권의 포기
동 협약에서 정한 최저한의 연차휴가권 내지 연차휴가를 포기하는 약
정은 무효이며 금지된다(동 협약 제12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
로자가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도 전문가위원회는 정부로 하여금 근로자가 어떠한 현금보상과도 관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는 휴가의 전 기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219) 또한 전문가위원회는 수당의 일부가 음식 또
는 주거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근로자들이 이러한 수당을 높이기 위해
서 연차휴가를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은 본 협약 위반이라고 강조
하였다.220)
7) 휴가기간 중의 유상활동
각국은 근로자가 휴가기간 중에 휴가의 목적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유상활
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해서 특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동 협약 제13조).
8) 근로관계의 종료와 연차휴가
연차휴가권에 성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더라도 당해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또는 이
에 갈음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11조).
나. 유럽연합(EU)의 국제기준
유럽연합(EU)의 경우 그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서 1993년 11월 23
219) ILO(2001), International Labor Standard-A global approach, p.284.
220) ILO(2001), International Labor Standard-A global approach, p.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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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로시간편성에 관한 지침(COUNCIL DIRECTIVE 93/104/EC of 23
November 1993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지침에서는 근속기간 1년에 최소한 4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최저 연차휴가 기간
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7조 제2항).221)
이 지침은 이후 2000년 6월 22일 개정되었는데(Directive 20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June 2000) 연차휴
가에 대한 내용의 변경은 없었다.
다. 한국과의 비교
연차휴가에 관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2003년 9월 15일 개정 시
도입된 것인데, 개정 이유에 대하여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적인 입법례에 따라 월차유급
휴가를 폐지하고,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회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던
것을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
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면
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연차휴가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ILO 및 EU의 국제기준은 첫째, 일
정기간 이상의 근속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연차휴가수당을
고용종료의 경우와 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일정한

221) Article 7 Annual leave
1.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every
worker is entitled to paid annual leave of at least four week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for entitlement to, and granting of, such leave laid
down by national legislation and/or practice.
2. The minimum period of paid annual leave may not be replaced by an
allowance in lieu, except wher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ter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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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우리나라의 입법과 비교하여 가
장 큰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연차휴가의 최소기간에 대하여도 ILO 및 EU의 국제기준은 비교적 장
기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15일’로 규정하고 있어
서 상대적으로 휴가기간이 짧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
라 연차휴가의 가산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제기준은 이를 인정하고 있
지 않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그 밖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ILO 및
EU의 국제기준은 ‘고용종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
하고 있지 않음에 비해,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상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
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현행 연차휴가제도의 특징과 개선방안
가.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
우리나라는 연차휴가의 자격에 대하여 ‘일정한 출근’을 조건으로 인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구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
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근’이나 ‘9
할 이상 출근한 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
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
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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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
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구근로기준법 제59조에 반하
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22)
구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볼 때에
는 연차휴가의 보장적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비해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
하여 휴일 외에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
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성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근로의 권리로 보면서
“근로자들의 생리적인 회복을 위한 휴게시간이나 주 휴일과는 달리 연차
유급휴가는 임금 삭감 없이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노동으로부터 일정 기간 해방되고 사회적․문화적 시민생활
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여
가’를 보장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223)
헌법재판소는 연차휴가가 생리적인 회복이 목적이 아닌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휴가기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본래적 의
미에서의 여가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근로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휴
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동법 제60조 제5항), 이에 대한 예외를 ‘사업운
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른
특정(동법 제62조)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으로 보건대,
연차휴가가 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분명하고, 남은 과제는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그 보장적 성
격을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다.

22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223) 헌법재판소 2008. 9. 25.자 2005헌마58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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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의 법리
현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여전히 연차휴가의
활용이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시기지정권의 문제를 우선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시기지정권은 근로자가 휴가의 시기를 지정하는 권리이고 근로자의 청
구에 의해 시기가 지정되면 법이 정한 객관적 사유(사업운영에 막대한 지
장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연
차유급휴가가 성립하고 당해 근로일에 취로의무가 소멸된다. 시기지정권
의 제도적 의의는 연차휴가의 시기를 확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선행적
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1) 현재 시기지정권의 행사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이
든 구두든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만 한다면 시기지정
의 효력은 발생한다.224) 취업규칙 등에서 시기지정의 방식을 규정할 경
우225) 이를 위반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다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가 성립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
았다고 해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
기 힘들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이다.
근로자의 시기지정은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휴가를 당일에 청구하거나 사후적으
로 청구(대체)하는 경우와 같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남용법리(민법 제2조 제2항)226)에 따라 지정의 효과를 인
224) 전화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225) 취업규칙에 휴가 사용을 위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는 근로자의 휴가 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6. 23선고 92다7542 판결).
226) 시기지정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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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을 수 있다.227)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면 별 문제가 없음
은 물론이다. 취업규칙 등에서 시기지정의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용
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필요한 대체요원을 조사하거나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형적
으로 예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그 한도에서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기지정권의 행사로 인해 바로 특정 시기에 근로자의 취로의무가 소
멸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휴가에 대비하여 대체요원의 확보 등
의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회를 허용하게 되면 휴가 관련
업무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지 않게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기지정을
철회하는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
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수 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의 시기지정의
형성적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거부권(항변권)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적법한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기지정의 효과가 없게 되더라도 사용자는
휴가를 다른 시기에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228) 시기변경권을 법률상 인
컨대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하는 시기지
정의 경우, 공서양속(公序良俗)에 반하는 행위를 위해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한
경우 또는 시기지정권의 행사방식이나 태양이 일반 근로자에 요청되는 신의에
반한 것 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 및 현행법상 시기지정 효과를 저지하는 의미에서 사용자의 시기변
경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
다. 예컨대 근로자가 일제히 동일 시기에 휴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권리남
용의 법리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또는 쟁의행위의
해당성 여부의 문제로 논하면 될 것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시기지정의 경우가 권리
남용의 법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 예외적인 케이스일 것이다.
227) 그러나 당일날 부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전화로 치료기간 중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지정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대판 1992. 4. 10 선고 92누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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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취지는 연차휴가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기업 활동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기변경권 행사의 요건, 즉 ‘근
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소속 사업장의 정상적인 업무가 현저히 저해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
되어야 한다.229)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규모, 휴가청구자
의 업무의 내용이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 배치의 난이도, 동일
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청구하는 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230)
시기변경권 행사의 방법에 관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유로이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기변경권이
남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시기변경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
도의 명확한 방법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가
덜 저지되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시기변경의 의사를 근로자
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서면 등의 방법으
로 행사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변경권은 연차휴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인정된 것인 만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에 관해
근로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시기변경권의 행사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
기변경권의 행사는 시기지정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
용자는 원칙적으로 시기지정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그 지정된 시기가

228) 그러나 사용자가 ‘다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
자에게 시기지정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9) 1968. 8. 14, 기준 1455.9-7666.
230) 1990. 3. 8, 근기 01254-3454.

144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도래하기(즉 연차휴가기간)까지의 기간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시기지정이 있기 전에 특정 시기(번망일, 행사일 등)에
대하여 시기변경권을 예고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지정 시기가 도래한
후에 시기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
점이 휴가 직전인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원활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종료 직전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
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변경권이 적법하게 행사된다면 시기지정의 효력은 저지된다. 따라
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자
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
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해 결근처리할 수 있다.231)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부적법하게 행사하거나 남용한232) 경우에는 근로
자가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지정한 시기에 연
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개선방안
(1) 우리나라의 연차휴가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개선되어 왔다고 총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청구권 발생을 위한 최소 근무연수, 휴가의 사용기간 또는 휴
가권의 소멸시효, 휴가일수 등에 있어 ILO나 EU의 기준과 한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231) 1968. 8. 14, 기준 1455.9-7666.
232) 시기변경권의 성립에 필요한 객관적 요건이 존재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노사 간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권리남용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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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된 휴가제
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소개한 통계치에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휴가제와 관련한 최대의 문제점은 법적으로 보장한 휴가를 완전히 소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휴가권에 대한 법적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사 공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또는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관행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
하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원인이 되었고, 특히 사용자의 권
유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노사 간에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이
유로 2003년 9월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
(동법 제61조)을 신설하였으나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실정이고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
(2) 휴가 사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의 시기지정권의 행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개별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나 근로
자 입장에서 보면 업무과다, 기업 관행, 사내 분위기 등의 이유로 이를 자
유롭게 행사하기에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시
기변경권이 법문상으로는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
으로는 그 남용을 방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휴가를
‘나홀로’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행법의 해석상 이러한 휴
가의 분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도 찾기 힘들다.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휴가의 집단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
입된 대체휴가제도 징검다리 휴일 등에 국한되어 사용될 뿐이고, 휴가사
용촉진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
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악용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연차휴가가 휴가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하
고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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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해석론적 대안이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원활한 행사와 휴
가의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둘째는 입법론적 대안이다. 휴가의 보장적 성격을 강조하고 휴가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에 관한 ILO 등
국제기준의 기본원칙을 참조하여 출근율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근속기간
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의 입법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휴가 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휴가의 집단적․계속적 사용을 촉진
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ILO가 제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휴가의 시기를 집단적․공동적으로 지정하는 방식
을 입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에도 최소한도의 휴가기간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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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휴일근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일근로의 시간 수를 연장근로의 시간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실
무 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부당하다. 이러한 견해
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12시간의 연
장근로 한도에는 휴일근로시간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정근로시간 40
시간 및 연장근로 12시간 외에 휴일근로가 별도로 가능하게 된다. 이는
실제로 한국에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비판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
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다르며, 가
산 임금의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는 연장근로의 시간 수에 포함시
키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휴일근로의 시간 수는 당연히
연장근로의 시간 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는 휴일근로의 시간
수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입법적으로는 먼저 휴일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을 국제노동기
준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규칙성, 통일성, 전통과 관습의 존
중 원칙을 명시하고, 주 휴일의 길이는 ILO 제103호 권고에 맞게 36시간
으로 연장해야 한다. 다음으로 규율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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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가산 임금의 대상이 되는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주 휴일의 길이를 정해야 한다.
제2장 포괄임금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
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 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이다. 따라
서 포괄임금제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
것이 임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
을 전제한다. 결국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상태적으로 고착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의해 휴일근로수당이나 휴가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휴일 및 휴가제도 자체가 무
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
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근로
기준법 제1조 참조).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
책 방향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포괄임금제가 판례를 통한 해석 법리로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금
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제3장 대기시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시간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취급함으로써
법률상 각종의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한편으
로 그 시간에 관해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지
휘명령권의 잠정적․부분적 행사 범위 안에 두어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
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
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마련되어 있
다. 그러므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만, 그 노동 강
도나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의 면에서 전형적인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
다. 이 점에서 대기시간은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기시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업종별
혹은 사업 및 사업장별 사정 및 대기시간제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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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휴게시간의 길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그 최저한만을 정하
고 있을 뿐 최대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몇 시간에 걸쳐 몇 번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그 시간 동안 비록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중간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장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부여될 경우 근로자의 구속 시간이 늘어나게 된
다. 이는 결국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대기시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휴게시간의 최대한(最大限)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휴게
시간 길이의 최대한을 직접적으로 정하는 것이 되거나, 통상의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한을 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셋째, 근로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
는 업종이 있다. 아파트나 상가의 경비원, 식당 종업원, 버스 및 택시 기
사 등이 그 대표적 예일 것이다.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그 대기시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운수업의
경우 노면운송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관한 ILO 협약(제153호,
1979년)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호텔이나 음식점 등의 경우 법정근
로시간수를 달리 규정하고, 전체 대기시간이 그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된
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근로시간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
례 대상 사업을 광범위하게 정해 놓고 있지만, 그 중에는 현실적으로 특
례 제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특례 제도로 인하여 해당 사업
장 종사 근로자들이 과중한 초과근로를 감수하고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
을 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특례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
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나 결국 추가 인력 투입에 의한 적정 근로시간
확보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근로자들이 과중한 연장근로를 감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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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특례 대상 사업 규
정을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그 사업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특
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내의 일부 근로자들만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는 방안
도 고려되어야 한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현행법상 근로시간 특례 제도는 많
은 개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전 유럽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들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과 건강, 도로교통 및 시민의 안전 등
을 고려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입법 태
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음 날의 근로가 개시될 때까지 최소한 몇 시간 동
안은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어느 날의 근로 종료 시각과 다음 날의 근로 개시 시각 사이의 간격이 대
단히 짧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의 근로가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
속 이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일 간 최소휴식시간제는
하루의 근로가 종료된 후에 일정 시간 동안의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근로
자 건강 보호와 생활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제5장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누구에 대해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 제외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관리직 근로자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농업 등에 관한 국내의 논의 역시 이러한 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되어 온 근로자들이라
하더라도 산업기술의 발전이나 기업 내 조직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
상 그러한 적용 제외의 취지가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
서 왜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재검토가 있
어야만 당해 적용 제외가 합리적인 것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부당한 장시
간 근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법제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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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집단(존재한다면)과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하
여 일반 근로자들과 별도의 규제가 요청되는 근로자 집단을 구분할 필요
성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집단은 근로시간에 대
해 스스로 전적인 자율에 가까운 재량을 갖고 있는 근로자를 뜻하며, 이
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자율적인 장시간 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존재함은 물론이며 건
강확보를 위한 최저한의 근로시간 상한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준수
는 엄격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로시
간제를 모색하면서도 장시간 근로를 억제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
시에 추구할 필요가 존재한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경계에 치우쳐서 근로
시간의 유연화가 무시되고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만 법제도가 이루어질
경우 법규의 잠탈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all or nothing 식의 현행 제도는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근로 형
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화이트칼라 적
용 제외 제도 식의 새로운 제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업무 내용이나
대우 등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설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동의나 근로
자 집단의 협의 등과 같은 절차적 요건을 병행시키고, 나아가 건강확보라
는 장시간 근로에서 가장 우려되는 본질적 요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
정함으로써 복합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대근로시간제의 도입>
이상의 논의에 덧붙여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1일 최대근로시간제와 1
주 최대근로시간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대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시간 및 기
타 등등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해서 절대 초과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입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프랑스
는 실근로시간이 하루에 10시간, 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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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주당 실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233)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최대근로시간제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1일 최대근로시간과 1주
최대근로시간의 설정을 포함하는 근로시간 규제”는 이미 1919년 ILO 헌
장의 전문에서 긴급한 개혁 과제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장시간 근로
를 예방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가장 긴급하고 효과적인 제도 중의 하
나가 바로 최대근로시간제라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근로시간은 단축되어야 하며 그만큼 더 많은 여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가의 증대는 행복의 원천이자 이 시대가 추구하는 혹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여가는 단순한 휴식이길 넘어설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필연의 영역에 발 묶여 사는 근로자에게 여가는 자유로
운 활동 시간을 의미한다. 생필품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종
속적 임금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창조적으로 발휘하는 활
동을 의미한다. 창조적 활동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먹을거리 농사일
수도 있고, 사회의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일 수도 있으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예술활동일 수도 있다. 인간 행복의 원천이 자아를 실현하는
자유로운 활동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여가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234)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 사람들의 근로와 여가에 관해서 다음
과 같이 들려주고 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 밤낮을 24시간으로 함께 균등하게 가르고, 그 중
여섯 시간만 일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세 시간 일하고 점심에 들
어갑니다. 점심시간에 두 시간을 쉬고, 오후에 다시 세 시간 일하고 나서
저녁으로 하루를 끝냅니다. 잠자리에는 여덟시 경에 들어 여덟 시간의 수

233) 알랭 쉬피오(2011),『프랑스 노동법』, 박제성 옮김, 오래, p.104.
234) 황광우(2006),『철학콘서트』, 웅진지식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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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취합니다. 그러고 남은 시간은 방종이나 태만에 허비하지 않고, 각
자의 기호에 따라 다른 일에 자유로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여
가는 지적 추구에 이용됩니다. (‧‧‧‧‧‧) 이 사회의 지상목표는 사회적 필요
가 허락하는 데까지 모든 시민이 육체의 노동에서 벗어나서 정신세계의
자유스런 함양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
다.”(토머스 모어,『유토피아』중에서)
유토피아(Utopia)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에서 오우토피
아(outopia)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나라라는 점에서 에우토
피아(eutopia)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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