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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노동시간 문제 중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직접적인 관심사로
다뤄지지 못했던 ‘야간노동’을 화두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빛이 있는
낮 시간만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밤 시간에도 인간의 노동력이 거
래되는 상황이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가 인공조명의 발명 덕분에 어둠과 빛이라는 제한을 넘어 24
시간 사회에 살게 되면서, 자본에 의한 노동자 시간 처분권 행사가
빛이 없는 밤 시간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24시간 3교대제 또는 2교대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근무형태가 되었고, 대형마트․편의점 등의 24
시간 영업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디지털 기술발전
은 밤과 낮의 경계를 더욱 허물었다. 총알배송, 새벽배송 등으로 인
간의 시간이 자연의 시간과는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깨어 있는 시대
에 살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나(사용자)’를 위해 쓰고자 하는
자본의 욕망은 편익추구라는 소비자의 욕망과도 맞물렸다. 모든 인
간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은 더 이상 모두가 평등하게 처
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 누군가의 시간을 구매하는 순간,
그 누군가는 시간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자연의 시간을 거스
르는 야간시간대의 노동력 거래는 해당 노동자의 시간 결핍을 더욱
가중시킨다. 고정불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배열되고 계열화되어 있
는 시간과 그러한 시간의 몽타주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야
간노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야간노동 확산의 구
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야간노동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로
확산되어 있고,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몸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셋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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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윤추구 극대화형 야간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야간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넷째, 이러한 노동시간의 분
업구조를 좀 더 정의롭고 인간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
는 방안은 무엇인가?

1. 야간노동 확산의 원인
인공조명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의 노동은 자연의 시간을 따랐을
것이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는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
만 인공조명의 발명과 산업혁명으로 야간노동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
를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공장은 24시간 가동체제
를 갖추었고, 12시간 맞교대의 야간노동제가 등장하였다. 노동시간
을 제한하고 야간노동을 금지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19세기 산
업국가들은 야간노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도입하기 시작
하였고,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
였다. 19세기 노동운동에서 ‘밤’은 정치적 쟁점이었다. ILO 제1호 협
약은 임금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야간노동 허용 범위가 확대
되었다. ILO는 1990년에 ‘야간근로협약’(제171호)을 채택하여, 임산
부에 대해서만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그 밖의 남녀 노동자에 대해서
는 일정한 보호 대책을 전제로 야간근로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한
국도 2001년에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를 폐지하였다.
야간노동의 확대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강화된다. 로봇
과 인공지능처럼 인간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에 언제 어디에서
나 동원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
전은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켰고, 익일배송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당일
배송, 새벽배송이 확산되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
로 똑같이 주어지는데, 누군가 타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노동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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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노동문제의 핵심은 시간 분배와 맞물려 있다. 구매자
천국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시간의 분할을 둘러싼 비민주성이 사용자
와 노동자 사이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로 확장된다.
전자상거래와 총알배송의 증가는 소비자로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
의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다.
시간은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적 재화로서의 성질
을 상실하고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이 상품화된
시간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시간의 결핍이 발생했다.
워라밸, 접속차단권, 시간주권 등의 개념은 모두 시간의 결핍에 대응
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의미는 고
정불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열되고 계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의 제도적 몽타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간은 인공조명으로 결핍된 어둠(밤)을 원하면서도 인공조명 없
이는 살지 못한다.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
이다. 해야 한다고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경계를 그을 것
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삶을 위해 꼭 필요
한 것과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
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야간노동을
우리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과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강요되는 이윤추구형 야간노동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 군대, 경찰, 병원, 교정, 소방과 같이 누군가는 야간의
필요성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야간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러기 위해
서는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훼손시킨 공공
서비스의 의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이윤 확대를 위
해 공장이나 설비의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또한 전자
상거래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벽배송이나 익일배송을 위해 야간에
상하차 작업, 배송을 위하여 강요되는 야간노동이다. 이러한 야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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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이윤추구를 향한 무한경쟁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최대한 제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할 수도 있다.

2. 야간노동 및 야간노동자 실태
가. 현 황
근로환경조사(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와 한국노동패널
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이용하여 밤 근무 실태가 어떠한지, 밤 근무
를 하는 취업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첫째,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차에 걸친 조사(2011년, 2014년,
2017년)에서 저녁(18～22시)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밤(22～05
시)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취업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
양상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비슷하였다. 하지만 2017년 현
재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
를 하고 있었다. 2017년 현재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임금노동
자는 9.7%로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약 1명이 밤 근무자였으며, 자
영업자는 11.4%가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주당 근무일수는 밤 근무를 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주 5일 근
무가 지켜지고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
자의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이었다. 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근
무일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긴 주당
근무시간을 보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자가 50.3시간이
나 되었으며,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평균 57.9시간이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가정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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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 3교대 간호사 사례
공공서비스 영역인 간호업종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실태를 살펴보
고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을 현행 노동법과 단체협약 자료 분석을 통
해 알아보았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3교대 간호사의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0.6시간이었는데, 주
간근무자(9.7시간)와 저녁근무자(9.1시간)보다 야간근무자(13.1시간)
의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간근무자의 긴 노동시간은
3교대 근무편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야간조 노
동시간을 8.5시간에서 10시간까지 상대적으로 길게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도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
목할 수 있다. 3교대 간호사들의 경우, 하루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0
분 이내가 21.2%, 1시간 이내가 63.2%였다. 1시간 이상이라는 답변
이 36.8%를 차지한 가운데, 2시간 이상이라는 답변도 9.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연장근로
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교대 간호사의
경우, 일부만 보장받거나(45.5%), 보상받지 못하는(46.1%)것으로 조
사되었다. 특히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야간근
무조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한 근무조의 인원
이 주간조와 같거나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야간노동은 장시간 노동, 수면부족,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동
된 피로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노동자들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병원 내 다른 직종과 견줄 때 간호사가 수면부족에
노출된 비율이 높았다.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3
교대 간호사 21.7%, 야간전담 간호사 29.6%로 조사되었다. 또한 야
간노동이 불규칙한 교대스케줄과 연동되면서 사회생활과 교우관계,
학원수강 등 계획의 실천 등 개인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사들의 다수가 여성이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
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야간시간이 포함된 3교대제 근무와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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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근무는 이들의 모성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들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
과, 현행 노동법 규정의 미비함을 일정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속적인 야간노동의 제한
(연속 3일 초과 금지 등), 단위 기간 내 야간노동 횟수 제한(월 7일
이내로 제한 등), 야간노동 중 휴식,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보장,
야간노동자 수당 지급, 적정 인력 배치 등에 대해 자율적인 노사 교
섭 결과로 마련된 집단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 택배산업 성장과 야간노동 : 야간 배송기사 사례
소비자들의 편의 요구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이 결합하면서 야간
배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물류창고 포장
담당자, 간선차량 운전자, 야간택배 기사 등 야간에 일을 하는 취업
자(노동자 포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물류 및 택배산업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야간 상품배송기사들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쿠팡 사례를 보면, 야간배송 전담기사들은 밤 10시부터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10시간을 근무하
는 같은 회사의 주간 배송기사보다 처리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입은 조금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쿠팡의 배송기사들이 고정 야간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쿠팡플
렉서’라는 별도 플랫폼 기반 긱(gig)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들을 야
간배송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신선식품 전문업체로서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한 마켓컬리
야간배송 기사들은 밤 10시부터 8시간(휴식 1시간 포함)을 주 5일 근
무를 하고 있다. 전체 배송기사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600여 명
인데, 이 중 90여 명 정도만 직접고용 노동자이고, 나머지 5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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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야간 배송기사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켓컬리 배송기사들은 배송업무도 하지만 회사의 물류센터 내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실제 야간의 배송시간은 쿠팡
의 배송기사들보다는 짧은 편이었다.
두 회사 모두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심야시간 배송의 장점으로는 교통체증이 없
고, 고객과 대면이 없어 감정노동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고의 위험과 오배송의 위
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배송기사들은 불규칙한 수면과 식
사로 인한 신체리듬의 파괴로 건강악화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사
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교대제
(shift) 방식이 아니라 고정(fix) 방식으로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3. 인간적인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가. 야간노동의 예외적 허용 원칙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야간노동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현행법이 야간노동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은, 야간노동 자체의 길이에 대한 규제
는 하지 않고, 대신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야간
노동을 활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야간노동의 남용을 방
지하겠다는 것이다. 야간노동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간노동
에 대한 가치판단을 담은 원칙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산임금제는 야간노동을 비롯하여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장치인
것처럼 설명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야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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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제함에 있어서 임금을 통한 간접적 규제보다는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필요하다. 일부 야간노동 시간대에 대해서, 사람
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
칙적으로 모든 야간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야간영업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야
간영업을 규제하지 않은 채 야간노동만 규제하는 것은 반쪽의 정책
이 되기 쉽다. 야간노동의 규제를 위해서는 야간영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 또한 야간영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
를 통해서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에 대한 시사를 얻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야간영업의 확대와 야간노동자의 증가는 필히
병원, 경찰, 소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수요 증가로 이
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윤추구형 야간노동의 한 형태인 야간영
업의 규제는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의 수요 증가를 제어할 수 있다
는 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는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
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야간노동을 허용해야 한
다는 주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남녀평등의 원칙이 남녀
모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남녀 모두의 권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있다. 남성에게 야간노동이 허
용되므로 여성에게도 야간노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
이러니하게도 남녀평등의 기준을 남성에 설정하고 여성을 그것에 맞
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
성보다 먼저 선취할 수 있었던 권리와 제도를 준거로 삼아 남성에게
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
현하는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 단체협약 역할 강화
현행법은 야간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개별적 동의만으로도

요약

ⅸ

충분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권 또
는 거부권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권리
의무관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삼는 것은 종속적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의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간주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면책시켜 준
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노정한다. 야간노동에 대한 근로자
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 및 집단적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동의의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서면합의가 아니라, 단체협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업종별 의무교섭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 장/절 신설
근로기준법 등에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보호방안 조항을 마
련할 때 하나의 장과 절로 야간노동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총 3개가 있다. 그 가운데 제56조와 제57조는 “제4장 근로시간과 휴
식”에 배치되어 있고, 제70조는 “제5장 여성과 소년”에 배치되어 있
다. 3개는 너무 빈약하다. 이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그리
고 이 빈약함은 야간근로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그만큼 약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야간작업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모범도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
어 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보다도 아래에 있는 법규명령으로, 국무
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 시행령과 달리 정
부 부처 간 협의절차 없이 담당 부처장의 결재만으로 효력을 갖는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야간노동 관련 조항을 모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조항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안한 대책들과 현재의 규정들을 한군데 모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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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별도의 장이나 절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야
간근로에 대한 규제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관련 장/절을 펼쳐 보기
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재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
노동자 보호 조항을 법률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연속적인
야간노동의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의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 할 최소인원 및 적정인
력 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조건에 관한
집단적 규범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의 수
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사업장 수준에서 정한 노동조건에 관한 규
범을 모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용범위를 전체 노동자에게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에 관한 별도의 장이나 절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좁은 의미의 임금근로자를 넘어 적어
도 “준종속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오늘날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특고(특수
형태근로 종사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근
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야간근로의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
려울 것이다.
마. 총 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야간노동 규율
야간노동 규제 및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에서 야간노동 시간을 별
도로 봐서는 안 된다. 특정 기간 내 총 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규
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주에 주간노동만 40시간 하는 경우와 야간노
동을 포함해 총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몸과 삶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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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 내 총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전제로 야간노동의 길이와 편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야간노
동은 노동관리 양식이 유지되고 굴러가는 전반적인 시스템과 맞물린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바. 임금 보상을 넘어 시간 보상으로
야간노동에 대한 대가를 가산임금이 아니라 의무적 보상휴가로 지
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장노동, 야간
노동, 휴가노동 등 초과노동 전체에 대해서 가산임금제도를 의무적
보상휴가제도로 바꾸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적
인 노동체제가 종속 안에서의 보호/노동 밖에서의 자유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노동 안에서의 자유를 지향한다면,
임금을 둘러싼 쟁의가 아니라 시간을 둘러싼 쟁의에 좀 더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확대
야간노동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
물질(Group 2A)’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야간노동을 산업안
전보건에서 ‘유해(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야간노동을 담당하는 작
업자(노동자로 한정해서는 제한적이다)에게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해위험 화학물
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
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노동 자체가 화학물질은 아
니지만, 이와 같은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아침 시간에 받아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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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를 위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인력들을 활
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지, 나아가 만약 야간노동이 불가피해서
해야 한다면 이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낮 시간 동안 거리청소와 쓰레기
수거 작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을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
다. 이는 반드시 야간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배배송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소비자-사업
주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야간노동을 하는 배송기사들의 수가 늘
어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
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고 이
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추구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onsumer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소비행동이 사
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소비자의 편익추구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과대 포장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
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사회적인
주체로서 야간/새벽배송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
요한 때다.

제1장 들어가며

1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노동시간으로 수량화되어 거
래된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은 일정한 양의 시간 동안의 처분권을 사용
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일정한 양의 돈을 받는, 즉 수량적 교환을 말한다.
예컨대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에 대한 처분권이 나 개인이 아니라 타자
인 사용자에게 이양되는 방식이다. 프랑스 법학자 알랭 쉬피오는 “계약의
논리 속에 노동은 계량적 시간으로 축소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포기하고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한다. 법률은 근로시간의 정의 속에 이러한 사정을 승인한다.”
(Supiot, 2016: 418)고 말한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 정의하는 실근로시간
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놓여져 그 지시에 따르는 시
간으로서 개인적 사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1) 이처
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사용자) 것으로 끌어 쓰는, 종속 관계에서의 시
간 처분권 정당화가 자본주의 노동력 거래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나(사용자)’를 위해 쓰고자 하는 자본의 욕망은 전
기의 발명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1879년 에디슨
1) 프랑스 노동법전 L.31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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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뒤 인류는 인공조명 덕분에 어둠과 빛, 밤과 낮이
라는 제한을 넘어 24시간 사회를 살게 되었다. 자본에 의한 노동자 시간
처분권 행사는 빛이 없는 밤 시간에도 가능하게 되었다. 24시간 3교대제
(또는 2교대제)가 흔히 볼 수 있는 근무형태로 자리 잡았고,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24시간 영업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타인의 시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자본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의 욕망으로도 자리 잡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발전으로 언
제 어디서든 ‘접속’만 되어 있다면 타인의 시간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시간이 야간과 새벽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또 누군가는 그 소비를 충
족시키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기반 노동력 제공이 활발해지면서 노동시간의 확장과 종속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플랫폼 기반으로 음식배달을 하는 노동자(라이더)
들을 주로 조직하고 있는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다 :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2년, 알바노동자를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쓰고 버렸다면, 플랫폼 노동은 1초 단위로 쓰고 대기하게 한다. 알바노동
이 실업자와 백수를 산업에 끌어다 쓴다면, 플랫폼 노동은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끌어다 쓴다. 누구나 남는 시간 동안 애플리케이션
에 접속하면 노동자가 될 수 있다. 제3노동시장2)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변화가 오고 있는 셈이다.”(박정훈, 2019: 7)
그동안 노동시간 문제는 주로 노동안전 연구자들 중심으로 논의되었
다. 2015년에 출간된 좋은 교대제는 없다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교대제
이야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5)는 노동시간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윤이나 생산성, 자본의 합리성과 경제성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심야노동으로 대표되
는 교대제를 폐지하라는 원칙적이고도 강력한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책에
서는 노동시간의 길이와 배치(교대제), 노동의 밀도(노동강도)를 함께 풀
어 나가지 않으면 노동시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2) 이 책에서 말하는 제3노동시장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알바들의 노동시장을 말하는
데, 정규직 중심의 제1노동시장, 비정규직 중심의 제2노동시장과 구분하여 쓰는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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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둘러싼 자본(돈)과 노동(삶) 간의 전쟁에서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
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시간센터가 기획한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2015)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사회에서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시간의 길이, 시간의 배치
문제를 제기한다. 시간 박탈, 시간 빈곤, 시간 기근, 시간 소모, 시간 불평
등 등 무엇으로 불리든 절대적인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장시간 노동 사회
가 도래한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규명하며 기괴한 시간 구조를 재배치하
기 위한 실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늘 바쁘고 부족한 시간에 쫓기
며 사는 글로벌 대도시 서울 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일터, 학교, 가족, 문
화공간에서 시간이 어떻게 조직되고 소비되는지, 그런 시간들은 어떤 사
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 도시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서 (김경희 외, 2016)도 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달빛 노동 찾기 (신정
임 외, 2019)는 야간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야간노동자들의 불안정
한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 간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고 야간노동이 초래
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분석하려 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다양
하다.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대학 시설관리직, 병원지원직, 교도관, 우정
실무원, 지하철역무원과 신호직, 방송작가, 공항 시설관리직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이 외에도 손연정․박영례(2011)과 같이 특정 직업 종사자들의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의 질, 피로, 우울 및 건강증진 행위 간의 관계 등
주로 장시간, 불규칙적 노동시간 패턴이 노동자들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저널논문들도 있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의 직접적인 관심사
인 ‘야간노동’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법학계에서도 주로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노동시간을 다루고 있을 뿐 야간노동 그 자체를 주
제로 한 논문은 찾기 어렵다. 노사관계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현
장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한데, 주로 노사관계 이슈는 대부분
임금 배분에 집중되어 있고, 시간의 배분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간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의 시간에 따라
밤에는 자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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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동이다. 군대, 경찰, 병원, 교정, 돌봄 등을 들 수 있다.3) 둘째, 이
윤추구 극대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결합된 형태의 노동이다. 최근 급증
하고 있는 물류서비스(특히 새벽배송)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추구형 야
간노동의 확산은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확대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야간근무,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을 이유로 안정적인 보육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은 기업에서 운영하
는 곳을 포함해 234개소에 이른다. 장애아 보육 등으로 특화된 곳도 있지
만 이는 양육자의 노동시간이 보육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24시간 내내 업무가 이루어지는 배달기사(라이더)의
경우, 특히 야간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나 민원사항 때문에 병원, 경찰 등
과 같은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의 수요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의 야간노동에 대한 대책을 각각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각 유형 간 유
기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 질문과 글의 구성

기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간노동 확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
인가? 이윤추구를 위한 자본의 노력이 급속한 디지털 기술발전에 힘입어
지리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야간’이라는 시간까지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시장경쟁의 격화, 이윤 추
구 방식의 다양화, 영업시간 등에 대한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등의 요인만
으로 설명 가능한 것인가?
3) 또한 제철소 용광로, 발전소의 제어실과 같이 기술적 필요로 인한 장치산업의 야
간노동이 포함될 수 있겠다. 이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공의 안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 이 역시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장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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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야간노동의 확산에 사회문화적 요인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자본의 이윤 추구 활동의 극대화가 자본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소비자 편
익 추구 방식의 다양화는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 “24/7 잠의 종말” 시
대(Crary, 2014)를 생산자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영역
에서는 소비자로서 또 다른 24/7 노동을 강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편익
추구 방식의 다양화는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셋째, 그렇다면 현재 야간노동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었나?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어둠’의 시간에 ‘인공조명’ 아래 일을 하도록 강제되고 있
는가. 전체 규모 변화 추이는, 종사자 특성, 산업의 특성, 노동시간의 길
이, 노동시간의 배치, 노동강도, 노동자의 몸과 삶에 실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넷째, 야간노동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연의 시간에
따라 밤에는 자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
하기 위한 노동이다. 군대, 경찰, 병원, 교정, 돌봄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윤추구 극대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결합된 형태의 노동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물류서비스(특히 새벽배송)가 대표적 사례이다. 야간노동
이 불가피한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과 이윤추구 극대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결합되어 강요되는 야간노동의 경우 각각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
요한가?
다섯째, 우리는 자본의 시간 지배력 확대가 ‘decent work’를 향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성을 지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는 노동시간의 분업구조를 좀 더 정의롭고 인간중심적인
접근(human-centered approach)을 통해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때 인간중심적 분업구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
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일까?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야간노동 확산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야간노동에 관한 규제 내용과 역사적 맥
락을 분석하겠다. 제4장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하여 야간노동의 현황과 야
간노동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5장과 제6장은 사례연구 파트이다. 제5장에서는 공공서비스형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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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대표 직종인 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제6장에서는 이윤 극대화형
야간노동의 대표사례인 배달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분석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주로 야간에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지
방정부에서 주간으로 노동시간을 옮긴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의 노동시간
편성 변경 사례와 그로 인한 변화를 [보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묶어 제7장에서는 야간노동의 확산 억제와 야간노동
자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정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
를 위한 인간적인 분업구조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

제2장 소비사회와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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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비사회와 야간근로

인공조명이 발명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인간의 노동은 자연의 시간을
따랐을 것이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는 삶이었을 것이다. 동
물이나 식물의 기름을 이용하는 인공조명이 발명되면서 인간의 저녁은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인공조명은 저녁시간을 여가시간으로 만들었
을 것이다. 등잔불 밑에서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공조명은 야간근로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낮
에 논일과 밭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다시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새끼를 꼬는 야간근로가 이어졌을 것이다. 누구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지식근로를 수행하기도 했을 것이다. 마치 독일이데올로
기 에서 마르크스가 묘사했던 삶, 낮에는 어부였다가 밤에는 비평가가 되
는 삶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산업혁명과 함께 야간근로는 그러한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분위
기를 잃고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극단적으로 파괴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19세기 초반부터 유럽의 대도시는 가스등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공장은
24시간 가동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12시간 맞교대의 야간근로제가 등
장하였다.4)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야간근로를 금지하라는 요구가 제기되
었다. 19세기 산업국가는 야간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도입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1831년 공장법은 면직물 공장에서 20세
4) 엥겔스(1988),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 도서출판 세계,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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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근로자가 저녁 7시 30분에서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사이에 근로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이후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운동의 가장 중
요한 요구 사항이었다. 특히 19세기 노동운동에서 밤은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이었다.5) 국제노동기구(ILO) 제1호 협약은 임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야간근로의 허용 범위가 확대된
다. ILO는 1919년에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을 최초로 채택하였고,
1934년에 이것을 개정하는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1948년에 기존
의 협약을 다시 개정하여 ｢
여성의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
(제89호)을 채택
하였다. 제89호 협약은 여성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3조에
따르면 “여성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어떤 제조업
에서도 야간근로에 고용될 수 없다.” 이후 ILO는 제89호 협약에 대해 회
원국이 그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
선택의정서｣
(1990)를 채택하였다. 다
시 ILO는 1990년에 새로운 ｢
야간근로협약｣
(제171호)을 채택하여, 임산부
에 대해서만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그 밖의 남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한 보호 대책을 전제로 야간근로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회원국은 제89
호 협약, 제89호 협약의 선택의정서, 제171호 협약 가운데 선택적으로 비
준할 수 있다.6)
야간근로 허용 확대의 대열에서는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여성의
야간근로를 둘러싼 프랑스와 유럽연합의 규범 충돌 사례는 많은 생각거
리를 제공한다. 우선 ｢
남녀평등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1976/207/CEE)
은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1991년에 유럽사법재판소는 여성의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프랑스의 노동
법이 이 지침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7) 그러나 프랑스는 관련 규정
을 수정하지 않았고, 1999년에 다시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가 관련 입
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2000년 11월 30일부터 하루당 142,425유로의 과징

5) Jacques Rancière(2012), “La nuit des prolétaires: Archives du rêve ouvrier”,
Fayard.
6) 김엘림(2005), 남녀평등과 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140 참조.
7) CJCE, 1991. 7. 25. C-345/89, Stoec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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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결국 프랑스는 2001년에 여성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을 단행하였다(2001년 5월 9일 법률 제2001-397호).8) 독일
의 경우, 1992년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야간근로만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남녀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9)
한국도 2001년에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를 폐지했다. 아래에서 다시 검
토하겠지만, 그 논리는 이른바 선진국들이 여성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근로자의 권리를 유연화하거나 약화시키는 방향으
로의 입법은 언제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빠르게 쫓아간다.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의 입법은 더디게만 진행된다. 프랑스가 비록 여성의 야간근로
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야간근로를 규제하는 입법의 전체 구조는 여전히
야간근로의 규제와 근로자의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야간근로의 확대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인간
을 다른 사물에 비유하는 것은 인간의 습성인데, 과거에는 인간을 시계태
엽장치에 비유했다면 오늘날에는 컴퓨터(스마트폰, 인공지능)에 비유한
다.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에서나 불러낼 수 있다. 로봇
이나 인공지능은 밤을 새워 일해도 지칠 줄 모른다. 그러자 인간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언제 어디에서나 동원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고 근로시간은 모든 방향으로 확장
된다.10)
8) 프랑스 상원 보고서: Sénat, Rapport No. 139 sur la Proposition de la loi relative
à l'égalité professionn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 2000. 12. 13. 참조.
9) 김엘림, 앞의 책, pp.140～141 참조.
10) 이른바 정보자본주의에서 근로시간은 공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하나
의 공장이기 때문이다. 정보자본주의에서 가치는 상품+정보이다. 가치 증대를 위
해서는 정보를 생산해야 한다. 근로자는 정보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정보소비자이
다. 포드도 근로자를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로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근로자는 공장 안에서만 생산자이고 공장 밖에서는 소비자였다. 그러나 정
보자본주의에서 근로자는 공장 안팎 모두에서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다.
근로자가 가치 창조적 정보(지식)를 생산하려면 근로자에게 사유/생각을 허용해
야 한다. 그러나 지식의 최대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즉 일터 밖에서만 지식
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도 지식을 생산하도록 하려면, 일터 안에서
도 근로자에게 사유/생각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 안에서의 자유를 향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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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전자상거래를 확산시켰다. 전자상거래는 배송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늘어나고 기술 수준이 올라가
면서 경쟁의 핵심은 플랫폼 이용의 편의성이나 거래의 안전성에서 배송
의 속도로 넘어갔다. 익일배송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이 확산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물류의 효율성을 획
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배송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물류를 24시간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야간근로는 필
수가 된다. 밤새 배송 준비를 마쳐야 새벽배송이나 익일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물류기술의 혁신 덕
분에 우리는 “구매자 천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 즉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중략) 우리
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유리한 가격에
원하는 즉시 얻을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11)
소비자는 그전부터 이해타산적이었지만, 이 “신경제”의 소비자는 실시
간으로 이해타산을 한다. 어제보다 더 싸고 더 좋은 곳이 발견되면 즉시
그곳으로 옮겨 간다. 더 이상 단골은 없다. 소비자로서의 우리가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을 더 빨리 살 수 있게 되면 될수록 판매자로서의 우리는 고
객을 유지하고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우리는 더욱 빨라진 생산과 판매의 박자에 맞추
기 위해서 더욱 필사적인 삶을 견딜 수밖에 없다.
전자상거래와 총알배송의 증가는 소비자로서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
의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 순간 소비자인 근로자는 자
본가와 동일한 입장에 선다. 더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는 더
많은 이윤을 원하는 자본가의 욕구와 맞물려 있다.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정보자본주의의 도전과 기회가 있다. 지적재산권은 정
보자본주의를 지탱하면서 동시에 위협한다. 정보자본주의는 지식의 최대한 활용
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은 지식의 활용을 방해한다. 소수에게 독점된 지
식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폴 메이슨은 지식경제모델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지식의 공유와 양
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폴 메이슨(2017), 포스트자본주의 새로운 시작 , 더퀘스
트 참조).
11) 로버트 라이시(2001), 부유한 노예 , 김영사,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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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 똑같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타인의 시
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나는 남보다 더 많은 삶을 향유하는 셈이다.
부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스스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야 하는 상
황이다. 그러므로 부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지배력이다.”12) 그것은 곧 타인의 노동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이다. 노동문제의 핵심은 시간의 분배와 맞물려 있다. 계급의 분할은
곧 시간의 분할이다. 에드워드 톰슨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근로자는 고
용주의 시간과 자신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괴리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13)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것은 부자의 특권이다. 근로자의 시간을 사
용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 즉 시간의 종속, 이것이 종속의 본질이
다. 자크 랑시에르에 따르면 “착취의 부정의에 예속되는 자들이 겪는 가
장 근본적인 부정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정의, 시간성 분배의 부정
의”14)이다. 나아가 시간의 종속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종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세 겹의 현재”(폴 리쾨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
거는 기억으로 미래는 기다림으로 현재에 살아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종
속은 근로자의 과거와 미래 모두를 종속에 빠뜨린다. 그리고 장시간 근로
그리고 그것의 가장 극단적 형태로서의 야간근로는 종속의 강화를 의미
한다.
구매자 천국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시간의 분할을 둘러싼 비민주성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로 확장된
다. 기업이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고 주변 업무를 외주화하듯이, 근로자는
자기 성과에만 집중하고 잡일은 배달근로자들에게 외주화한다. 이것은
노동관리양식의 변화가 빚어낸 결과이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근로, 그
래서 안정적인 일상의 근로는 점점 밀려난다. 그 빈자리에는 시장의 수요
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유연한 노동, 그래서 필연적으로 불
12) 존 러스킨(2009),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 열린책들, p.90.
13) Edward Thompson(1967),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
Past and Present 38, p.61;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
문예출판사, p.50에서 재인용.
14) 자크 랑시에르(2018), 모던 타임스 : 예술과 정치에서 시간성에 관한 시론 , 현실
문화연구, p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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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 자리 잡는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현재에 집착
한다. 비단 비정규직 근로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규직도 미래가 불안
하다. 햇빛이 좋을 때 건초를 많이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격언을 삶의 지
침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시장은 바로 이 불안감을 동력으로 삼는다. 누구는 현재의 생존
을 위해서, 또 누구는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나 스
스로를 동원하도록 만드는 이 불안감. 사람들의 불안감과 이 불안감이 야
기하는 자발적 착취를 에너지로 삼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시장, 이
것은 환상이다. 그런데 이 환상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보
의 환상과 동전의 양면이다. 서 있는 자전거는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으
려면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페달을 밟을 뿐,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건 중요하지 않
다. 생각할 겨를도 없다. 시장도 노동도 이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장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복지국가와 소비사회의 모든 정치활동은
양에 의한 자동적 평등화와 최종단계에서의 균형(모든 사람을 위한 전면
적인 복지)의 시각에서 재화의 양을 증대시킴으로써 내부모순들을 극복
하려고 하는 노력이다.”15) 보드리야르는 이것을 “풍부함에 의한 최종적
해결”16)이라고 정의했다. 풍부함에 의한 최종적 해결책은 두 가지 사태
를 야기한다.
첫째, 양적 풍부함은 새로운 형태의 결핍을 초래한다. 이 새로운 결핍
은 질적 영역, 비계량적 영역, 자연적 영역에서 발생한다. 공간, 토지, 공
기, 시간 등등. 권리는 결핍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보드리야르에
의하면 “공간에 대한 권리가 생긴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순간부터이며, 또 공간과 조용함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일부 사람들의 특권이 된 순간부터이다.”17) 소유권은 토지가
상품화되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토지의 결핍이 발생하자
15) 장 보드리야르(1991), 소비의 사회 , 문예출판사, p.54.
16) 위의 책, 같은 면.
17) 위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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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응하여 생겨난 권리이다. 노동권은 노동이 분업 구조 속에서 상
품화되고 소외되면서 노동의 결핍이 발생하자, 즉 나의 노동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자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났다. “맑은 공
기에 대한 권리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재로서의 맑은 공기의 소멸과 그것
의 상품지위로의 이행, 그리고 그것의 불평등한 사회적 재분배라고 하는
사실이다.”18) 햇빛에 대한 권리, 즉 일조권19)이 대두하게 된 배경도 이와
같다.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의 일조방해는 사
법상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낳는다.20)
그렇다면 오늘날 시간에 대한 권리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시
간의 결핍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즉
시간은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상
실하고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이 상품화된 시간이 사
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시간의 결핍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워
라밸, 접속차단권, 시간주권 등의 개념은 모두 시간의 결핍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의미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열되고 계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제도
적으로 어떻게 배치되고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의 제도적 몽타주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밤과 어둠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상은 주목을 요한다. 인공
조명의 발달 및 확산으로 인해 낮처럼 환한 밤이 이상하지 않게 되었고
어두운 밤 하늘에 별을 보는 일이 오히려 낯선 일이 되어 버렸다. 그에 대
한 문제의식으로 1988년에 국제밤하늘협회(IDA :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이 협회는 밤하늘보호공원을 지정하고
있다. 이 보호공원은 별을 보고자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어둠을 상업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21) “어둠의 상품화”가 진행되는 것
18)
19)
20)
21)

위의 책, p.68.
건축법 제61조 참조.
대법원, 2014. 2. 27., 2009다40462 등.
한국에는 2015년에 영양군 일부 지역이 은밤 등급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
정되었다. 은밤 등급은 “IDA 밤하늘 질 측정기 등급기준으로 하늘 밝기 측정값이
평균 21.37mag/arcsec²(특정면적당 밝기 단위, 범위 21.74～21.00)로 탁월하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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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2) 보드리야르의 분석을 차용하면, 인공조명으로 인해 어둠이 결핍
되면서 어둠이 권리의 대상이 되고 “어두울 권리” 또는 “어둠향유권”이라
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23) 그러나 어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결핍과 불평등을 초래한다.
둘째, 양적 풍부함에 의한 최종적 해결책이 야기하는 두 번째 사태는
좀 더 본격적인 문제로서의 빈부의 문제이다. 풍부함은 빈부의 문제를 흡
수한다. 더 많은 생산을 통해서 빈자를 ‘부자’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물론
그동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빈부격차의 문제는 결코 해
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빈부격
차의 문제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계속할 것이
라는 전제는 흔들리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는 과거 방식의 경제 성
장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충
분하지 않으면, 유예되었던 빈부격차의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은 필연이
다. 마치 자전거가 계속 굴러가는 동안에는 넘어지지 않다가 멈추면 넘어
지는 것과 같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밤하늘로 돌리도록 하자. 라즈미그 크쉐양에 따르
면, “결국 논점은 인공조명이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줄여나가야 할 오염
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24) 현대인은 아무리 은하수가 보고 싶어도 전
깃불 없이는 살지 못한다.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공조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에너지 낭비를 줄이
하늘 투명도가 세계적으로 뛰어나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
는 현상의 육안관측이 가능한 지역으로 육지에서는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등급”
(영양군 홈페이지 : yyg.go.kr, 접속일 : 2019. 7. 15)을 말한다.
22) 라즈미그 크쉐양(2019. 9), ｢
잃어버린 어둠을 찾아서｣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한
국어판 참조.
23) 프랑스는 2009년 8월 3일에 일명 그르넬 환경법 I(법률 제2009-967호)을 공포했
는데, 이 법 제41조에 따르면 “인공조명이 사람, 동물, 식물 또는 생태계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과도한 교란을 초래하는 한편, 에너지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밤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경우에는 예방, 제거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잃어버린 어둠을 찾아서｣
, 앞의 글.
24) 라즈미그 크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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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산과 소비의 재구조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
고 어디에 경계를 그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
다.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 사
이의 경계는 어디인가?”25)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경계의 감각을 익힌
다는 것은 곧 한계와 유한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보자면 야간근로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야간근로이고, 또 하나는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강요되는 야간근로이다. 우리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야간근로에는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한 야간근로와 기술적 필요성
으로 인한 야간근로가 있다.
첫째, 사회적 필요성으로 인한 야간근로는 공공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
다.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속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야간근
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군대, 경찰, 병원, 교정, 소방 등이 대
표적이다. 모두가 야간근로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는 야간
의 필요성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야간에 도시의 치
안을 위하여 어떤 경찰은 경찰서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야간의 응급 처치
를 위하여 어떤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는 야간근로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의의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신자유주의가
훼손시킨 공공서비스의 의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적 필요성으로 인한 야간근로는 장치산업을 예로 들 수 있
다. 야간에도 설비의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사업장으로서 사고가 날 경우
시민의 안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다. 통신사의 제어실, 발전
소의 제어실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는 공기업인 경우가 많고, 민간기
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
우도 공공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야간근로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
한 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강요되는 야간근로는 예를 들어 자동차 공
2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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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교대제나 물류산업의 야간근로가 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가 갖고
있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장치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적 필요성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다. 전자는 이윤 확대를 위해 공장이나 설비의 가동률을 최
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교대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벽배송이나 익일배송을 위하
여 야간에 상하차 작업을 하기 위해 강요되는 야간근로이다. 이러한 야간
근로는 모두 규제의 완화와 기술의 발전이 결합하여 초래한 이윤추구를
향한 무한경쟁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이것은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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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야간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제1절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
로를 말한다.”26) 현행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취한다.27)

1. 직접규제의 부재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야간근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
으로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에 대해서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한다.”28)

26)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27) 야간근로 자체를 주제로 삼아 분석한 법학 논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노동법실
무연구회(2014), 근로기준법주해 III, 박영사, pp.130～131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통상임금이나 포괄임금제 등 관련 주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동법 교과서에도 “야간근로” 항목이 목차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예를 들어 김형배(1997), 노동법 제9판, 박영사 또는 임종률(2019), 노동
법 제17판, 박영사). 그런 점에서 야간근로 확산의 구조적 요인 중에는 학계도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28)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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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와 행정관청의 인가
를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성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
아야 한다는 규정29)이 있을 뿐이다. 성인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규정이 없다.(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강제근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형식
이든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은 다분히 형식적인 요건으로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뒤에서 다시 검토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으
로서 엄밀히 말하면 임금에 관한 규정이지 야간근로를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다.30)
이 점에서 프랑스의 경우는 시사적이다.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야간근로는 근
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
여 정당화되어야 한다.”31)
야간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
치판단을 담은 원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는 야간근
로의 가치판단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9)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30) 예를 들어 임종률, 노동법 , 위의 책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을 “야간근로”라
는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산임금과 관련제도”라는 항목의 하위
범주로 다루고 있다(p.468 참조).
31) Code du travail, art. L. 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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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야간근로 허용을 둘러싼 논쟁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이래 2001년 8월 14일 근로기준법 개
정 이전에는 “야업금지”라는 이름으로,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
시키지 못한다.”32)라고 하여, 모든 여성 근로자와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
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금지했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33)에는 예외적으로 야간근로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평이 있었다.
“심야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 중에서도 가
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설령 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라
고 해도 그 시간이나 업종의 성질 또는 근로의 형태 등을 신중히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중략) 격주 심야업이 51.3%로 나타
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이 이부교대제를 취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47조의2의 규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인지 또한 의심되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적어도 근로
일수의 반은 심야업을 한다는 결론이다. 관계당국은 심야업 허가에 대하여
확실한 조사로 신중하게 임해야겠으며 근로감독관제를 대폭 확충 활용하
여 모순이 있다고 하면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34)

이처럼 어느 시기까지는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
으며 나아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었다
고 보인다.
32) 구 근로기준법 제68조.
33) 위 조항 단서.
34) 이철원(1975), ｢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연구｣
, 경대논문집 20, 경북대학교, p.104.
저자에 따르면 위에서 인용된 통계는 당시 여성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
는 35개 제조업체의 여성근로자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
다. 한편, 1978년에 한국노총이 발간한 조직여성근로자의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는 여성근로자의 3분의 2가 철야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신인령(1987), 노동법과 노동운동 , 일월서각, p.30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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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여성의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비판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방해
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우선 성차별적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는 비
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업금지의 취지는 여성이 야간에 일하는 것이 건강 및 풍기상 유해하고
또 가사를 담당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신체적
이유라면 여성근로자가 밤 10시 이후에 또는 휴일에 근로하지 못할 정도
로 허약한지가 의심스럽다. 10시 이후 또는 휴일에도 근로에 종사하는 수
많은 여성들이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가사 및 육아 등의 이유
라면 이 규정은 가사 및 육아의 전담자를 여성으로 단정해 놓은 것으로 헌
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아직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이 가사 및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것이 현실
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양성평등을 실현시켜야 할 법이 여성을 가사 및
육아의 전담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은
여성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일보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밖에 풍기 등의 이유는 야업금지에만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는 여성을 근로자로 보기에 앞서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간
주한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위와 같은 이유로부터 야간근로
는 육체적 부담이 큰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게만 금지시키고 일
반 사무직 근로자에게는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35)

실제로 과거의 논문에서는 위 인용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바의 그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자근로자에게 야간근로는 위생상 또
는 풍기상 특히 유해한 것이며”36) 운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
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야간에 더 많은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회적 사실이다. 그것을 직시하여 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여
35) 조성혜(1998), ｢
근로여성보호 및 성차별금지법제의 문제점｣
, 사회과학논문집
17(2),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102.
36) 이동수․김교숙(1987), ｢
근로기준법상 여자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에 관한 일고찰｣
,
여성문제연구 15,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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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평등의 이름으로
약자의 구체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약자와 강자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약자로 하여금 맨손으로 강자와 겨루도록
내모는 것은 약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약자에게는 법이 설정
한 기준이 평등이고 자유인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은 남성에게도 가사와 양
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해야 하는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칙을 바꾸는
방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즉 여성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이 아니
라 남성의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
다.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이 양성이 모두 평등하게 가족생활
을 등한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야간근로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도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야간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증이 아니
라, 남성도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남성의 야간근로도 금지해야
한다는 논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여성
이 많다는 현실이 여성의 야간근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가 여성의 고용을 방해한다는 비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여성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규모가 커지고, 3차 산업 특히 서비
스 산업이 발전하여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사용자
들이 이 법 조항을 빌미로 여성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유인을 제거하여 여
성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위와 같은[여성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37)

유급의 생리휴가제도를 폐지할 때에도 같은 논리가 있었다.38) 이 제도
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사용자들이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게 만드는

37)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 앞의 책, pp.252～253.
38) 논쟁의 맥락에 대해서는 김엘림(2006), ｢
참여정부 시대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
의 성과와 과제｣
, 월간법제 8월호, pp.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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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2003년 9월 15일 근로
기준법 개정에 의하여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대체되었다.39) 이러한 종류
의 논증들은 여성의 고용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기
업이 저임금으로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에 불
과하다.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여성의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허용된
후, 이 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여성보호규정의 완화는 반드시 규제완화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완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남녀평
등의 이념에서 본다면 당연한 요청이며 남녀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법제도
를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40)

그러나 이 견해는 “남녀평등의 이념”이 “남녀에게 공통된 일반적인 법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
며(만약 그런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여성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전부 들
어내어야 할 것이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라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4항41)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왜 그러한 요청이
꼭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귀결되어야 하는
지, 왜 그 반대의 방향 즉 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는 귀결되지 않는지, 또는 귀결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
남녀평등 또는 양성평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야간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는 주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남녀평등의 원칙이 남녀 모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남녀 모두의 권리를 약화하는 방
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있다.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는 노동운동이 19세
39)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
를 주어야 한다.”
40) 김형배(2002), 노동법 제13판, 박영사, p.374.
41)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특
별한 보호와 부당한 차별의 금지를 하나의 조항 속에 담아내고 있다. 즉 헌법은
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남녀평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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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내 싸워서 쟁취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이 권
리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는 셈이다. 남성에게 야간근로가 허용
되므로 여성에게도 야간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남녀평등의 기준을 남성에 설정하고 여성을 그것에 맞추어야 한
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먼저 선
취(先取)할 수 있었던 권리와 제도를 준거로 삼아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
하는 방향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42)

3. 가산임금에 의한 간접규제
현행법이 야간근로를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를) 규제하
는 기본 수단은 가산임금이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43) 그런데
연장근로에 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제53조 제1항44)과 다르
게, 이 규정에는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서 언급이 없다.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지 야간근로 규제에 관한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
다. 그것은 강제근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당연히 요
구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문제는 동의의 형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형식
의 제한이 없다.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없다.45)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매 야간근로마다의 합의든 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약정이든 상관
없다.46)
42) 프랑스에서도 2001년에 여성의 야간근로를 허용하면서 같은 논쟁이 전개된 바 있
다. 이에 대해서는 Jacqueline Laufer et al.(2001), “Le travail de nuit des
femmes,” Travail, genre et sociétés no.5, Mars 2001, pp.135～160 참조.
43) 근로기준법 제56조.
44)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5) 임종률, 노동법 , 앞의 책, p.447 참조.
46) 대법원, 1995. 2. 10., 94다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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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성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47) 성인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는 당연히 요구되
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인 여성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특별히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즉 성인 남성 근로자의 동의 형식보
다 좀 더 엄격한 동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묵
시적 동의 또는 근로계약 등에 사전적으로 동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으
로는 충분하지 않고 매번의 야간근로마다 해당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동
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48)
그러나 남성 근로자든 여성 근로자든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상 ‘본인의 동의’나 ‘당사자 사
이의 합의’만으로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은 무의미하므로 삭
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49)
그런 점에서 여성 근로자든 남성 근로자든 똑같이 단체협약에 의한 집
단적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동의는 개별적 동의에
진정한 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여해 줄 수 있는 필수적 장치라고 할 것이
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매 야간근로마다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요
건으로 설정하되 개별적 동의는 명시적 동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
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가산임금을 통한 간접적 규제
는 문제가 있다. 가산임금제는 야간근로를 비롯하여 초과근로를 억제하
는 장치인 것처럼 설명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 야간근로에 대한 직접규제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구체적인
방안은 아래에서 다시 검토한다).

47)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
48)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 , 앞의 책, p.253.
49) 임종률, 노동법 , 앞의 책, p.614, 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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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야간영업에 대한 규제

야간근로는 야간영업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야간영
업을 규제하지 않은 채 야간근로만 규제하는 것은 반쪽의 정책이 되기 쉽
다. 야간근로의 규제를 위해서는 야간영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 또한 야간영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를 통해서 야간근로
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이 주제를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야간영업에 대한 일반적 규
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역별로 야간영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는
존재한다.

1. 야간통행금지
한국전쟁 이후 야간통행금지는 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50)에 의하
여 제도화되었다. 동법은 “전시, 천재, 지변 또는 기타 사회에 위험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때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에 위반한 자”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근거 규정 자체는 지금도 존
재하고 있다.51) 다만 행정규칙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제도의 전면 해제 건의안이 국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은 1981년 12
월 10일이었고, 다음 해인 1982년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안의 휴전선 접적지역(接敵地域)과 해안선을 낀 면부(面部)들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52) 1988년 1월 1일에는 제외되
50) 1954. 4. 1. 법률 제316호.
5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2호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52) 통금 시대의 한국 사회의 풍경에 대한 소묘로 이행선(2018), ｢
1945～1982년 야간
통행금지(통금), 안전과 자유 그리고 재난｣
, 민주주의와 인권 18(1),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pp.5～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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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나머지 지역도 통금이 해제되었다.53)
그러나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되던 시절에도 공장 담벼락 안의 철야노동
은 계속되었다. 거리에는 통금이 있었으니 근로자들은 꼼짝없이 공장에
갇혀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54)

2. 풍속영업
한국은 오랫동안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1년에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규제법)55)을 제정하면
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준수사항 제7호에 따르면 풍
속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영업시간, 조도, 소음, 시
설, 진동, 광고 및 선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 시행령
은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을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다. 동 시
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풍속영업의 영업시간은 09시부터 24
시까지로 제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들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
다.56)
1994년 9월부터는 관광특구지역에 한해서 심야영업을 허용하는 조치로
완화되었다. 심야영업 금지는 1999년 개정 풍속영업규제법57)에 의하여
전면 해제되었다. 동법은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영업시간(제3조
제7호)을 삭제하였다.

5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야간통행금지｣항목 참조, http://encykorea.aks.ac.kr/
Contents/Item/E0035247(접속일 : 2019. 7. 15).
54) 1970년대 서울 구로공단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생활실태에 관해서는 이정연
(2018), 도시근대화와 종교 : 1970～80년대 서울 신도심의 창출과 초대형교회의
형성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85～100 참조.
55) 1991. 3. 8., 법률 제4337호.
56) 헌법재판소, 1996. 2. 29., 94헌마213.
57) 1999. 3. 31., 법률 제5942호.

제3장 야간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27

3. 학 원
2006년 개정 학원법58)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설학원의 영업시간
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설학원의 영업시간을 05시부터 22시 또는 23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하
였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학원조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
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학
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59)

4. 대형마트
2000년대 들어와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치들이 도입되
었다. 2012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60)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제12조의2).
2017년 개정된 현행법61)은 이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심판대
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일 지정이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들
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한다면 유통시장에서의 공정
58)
59)
60)
6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6. 9. 22., 법률 제7974호.
헌법재판소, 2016. 5. 26., 2014헌마374.
2012. 1. 17., 법률 제11175호.
2017. 10. 31., 법률 제14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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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질서가 깨어지고,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이 저해되며, 중소상인들이 생존 위협을 받는 등 경제
영역에서의 사회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중소유통업자들의 쇠퇴가 가속
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적 지원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중소유통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경쟁력의 회복이 매우 어렵게 될 것
이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중소유통업자들이 스스
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불
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시간 및 아침시간에 국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도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그 지역 유
통시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것인
지와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침해의 최소
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매
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
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62)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규정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자의 경쟁을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방임하는 것은 경제영역에서의 사회정의에 반한
다는 점 그리고 대형마트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
성이 충족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5. 편의점
편의점 등 중소규모 자영업의 영업시간은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된다.
62) 헌법재판소, 2018. 6. 28., 2016헌바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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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국한해서 살펴본다면, 2013
년에 개정된 가맹사업법63)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동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 심야영업시간대(00시부터 06시까지 또는 01시부터 06시까지)의 매출
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
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
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맹점의 영업시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2017년에 자유한국당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편의
점의 심야영업(24～06시)을 금지하는 대책을 제출한 바 있다.64)

6. 외 국
참고로 유럽 주요국의 원칙상 소매점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과 같다.65)
독일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시부터 20시까지 영업할 수 있
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의무적 폐점일이다.
영국의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소매점의 영업시간은 제한이 없다.
스페인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탈리아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시부터 20시까지로 제한된
다. 일요일은 의무적 폐점일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된
6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8. 13., 법률 제12094호.
64) 허핑턴포스트 , 2017. 2. 16.,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2/16/story_n_
14788934.html(접속일 : 2019. 7. 15).
65) 프랑스 상원 보고서 소매점의 영업시간 참조. Sénat, Les documents de
travail du Sénat. Les horaires d'ouverture des commerces de détail , 2003
(https://www.senat.fr/lc/lc126/lc126.html, 접속일 : 2019. 7. 15). 최신의 자료를 입
수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옛날 자료를 참조한다. 시간이 좀 지난 자료라서 현재
의 실정법 규정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야간영업에 대해
서 취하고 있는 전반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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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요일은 의무적 폐점일이다.
덴마크의 경우,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17시까지 상인은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술 판매는 20시에서 06시까지 사이에는
금지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의무적 폐점일이다.
프랑스의 경우,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국가 차원의 일반 법령은 없다.
대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영업시간을 규제한다. 또한 기타
법령들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사항들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영업시간이
규제되는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법이다. 프랑스는 21시부터 07
시까지를 야간근로로 정의하고, 이 시간의 근로는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
어야 한다.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하루 1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으며, 일
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그 결과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영업점은 21시 이전에 문을 닫는다. 파리같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대도시
에서는 자정까지 영업을 하는 가게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업종별
협약이나 기업별 협약 등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3절 소 결

1. 야간근로에 대한 원칙적 가치판단 표방
야간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치판단을 표
방하는 원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전에 따르면, “야간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야간근로는 근
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
여 정당화되어야 한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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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근로를 위한 단체협약의 근거 의무화
현행법은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개별적 동의만으로도 충분
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권 또는 거부권
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계약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의 개별적 동의를 권리의무관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
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자유의 개념을 지나치게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철학적 차원의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종속적 상태에 놓
여 있는 자의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간주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면책시켜
준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노정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 및 집단적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
해서는 집단적 동의의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서면합의가 아니라, 단체협
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업종별 의무교섭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노동법전에 따르면, 기업별 협약
또는 기업별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업종별 협약으로 야간근로의 정당화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67)

3. 야간근로 자체의 길이에 대한 규제 도입
현행 근로기준법이 야간근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은, 야간
근로 자체의 길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대신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활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야
간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려면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기본 임금, 즉

66) Code du travail, art. L. 3122-1.
67) Code du travail, art. L. 3122-15. 협약은 이 외에도 야간근로의 최대시간, 보상휴
가 및 예외적인 경우의 가산임금, 야간근로자의 통근수단, 야간휴식 등에 관하여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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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통상임금이 충분히
낮으면 사용자는 설비를 늘리거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대신 기존 근
로자들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일 수 있다. 그
리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로서도 먹고 사는 데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더라도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가산임금제는 야간근로를 비롯하여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장치인 것처
럼 설명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인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야간
근로를 규제함에 있어서 임금을 통한 간접적 규제보다는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야간근로 시간대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야간근로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노동법전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근로가 금지된다.68) 다만, 임박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임시 조처가 불가피한데 성인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근로가 허용된다(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이 주어진다).69) 이런 규정은 연소 근로자
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야근로를 금지하는 것이 타
당하다.

4.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지급 의무화
가산임금은 그 입법목적과 달리 야간근로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임금과 맞물려 야간근로를 조장하는 역기능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야간
근로에 대한 대가를 가산임금이 아니라 보상휴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
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단체협약 등
68) Code du travail, art. L. 3163-2.
69) Code du travail, art. L. 3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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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70)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가
산임금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에 대한 예외는 서면합의가 아
니라 단체협약에 근거하도록 해야 한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가 종속 안에서의 보호/노동 밖에서의 자
유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노동 안에서의 자유를 지
향한다면, 임금을 둘러싼 쟁의가 아니라 시간을 둘러싼 쟁의에 좀 더 많
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71) 돈은 아무리 더하고 곱해도 하나의 생명
을 구성하지 못하지만, 시간은 24를 곱하고 365를 곱하고 80을 곱하면 한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5.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에 관한 별도의 장 또는 절 신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총 3개가 있다. 그 가운
데 제56조와 제57조는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배치되어 있고, 제70조
는 “제5장 여성과 소년”에 배치되어 있다. 3개는 너무 빈약하다. 이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 빈약함은 야간근로의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그만큼 약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위에서
제안한 대책들과 현재의 규정들을 한군데 모아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장
이나 절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야간근로에 대한 규
제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관련 장/절을 펼쳐 보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
야 한다.
70) Code du travail, art. L. 3122-8.
71) 이러한 관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
간제는 기본적으로 <40+40> 시간표를 <52+28> 시간표로 운영해도, 평균하면 40
시간이 되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64시간은 52시간에 다시 당사
자들의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 12시간에 대해서는 전부 가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64시간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는 아니다.) <52+28> 시간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근로자로서는
<52시간주>에서 12시간의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은 받지 못하지만, 그
대신 <28시간주>에서 처분 가능한 시간이 12시간 늘어난다.

34

서비스업 야간노동: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물론 이것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좁은 의미의 임금
근로자를 넘어 적어도 “준종속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특고”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택배 종사자 또는 플랫폼
종사자). 즉 형식상으로는 1인 자영업자이지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비임금근로자(임금근로자로의 재규정에 개방되어 있는)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야간근
로의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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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밤 근무, 생활 그리고 건강

제1절 글머리

이 장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기적으로 실시하
는 근로환경조사(2006, 2010, 2011, 2014, 2017)를 이용하여 야간노동에 종
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특성은 어떠한지를 파악
하여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과 건강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근로환경조사에서는 ‘22～05시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밤 근무’라 하고, 18～22시에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저녁 근무’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밤 근무를 주기적으로 하는 취업자를 ‘밤 근
무자’로, 그리고 저녁 근무를 주기적으로 하는 취업자를 ‘저녁 근무자’로
부를 것이다. 여기에서 조심하여야 할 것은 밤 근무와 저녁 근무 모두에
표시를 함으로써 밤 근무자와 저녁 근무자가 중복되는 응답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밤 & 저녁 근무자’라 부르기로 한다. 이 어느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간 근무자’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는 2014년에 부가조사로 ‘시
간 사용과 삶의 질’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내용에 “가장 최근의 근무일
(휴무일 전날 제외)을 기준으로 평일 _____님이 회사에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시간과 종료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72)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취업자의 업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조사된 업무시간이 몇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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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 제약을 고려하면서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부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야간노동 실태를 아
울러 확인하여 보기로 한다.
근로환경조사로 다시 돌아가서, 이 조사에서 다루는 응답자는 자신의
종사상 지위(상용직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무
급가족종사자)를 밝힌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군인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근로환경조사가 제공하는 표준화 가중치를 사용하여 통계를 작성하였다.
2017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였다.73) 이에
따라 ‘가중치 적용’이란 표현은 표준화 가중치나 최종 가중치를 적용하였
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함께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직업(간호사와 택배원)을 별
도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택배원이 택배기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택배원’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 택배원과 오토바이 퀵서비스 택배원도 포함되어 있다.

제2절 밤 근무 실태

1. 근로환경조사 결과
가. 밤․저녁 근무자
1)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밤․저녁 근무자 비율
먼저 취업자 가운데 밤 근무나 저녁 근무가 있는 취업자가 어느 정도 있
는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근로환경조사 결과를 보면, 무급가족종사자를 제
외한 취업자 전체 가운데 저녁 근무나 밤 근무를 2시간 이상 하는 취업자
72) 설문지 원본에는 “됩니까?”가 아니라 “되십니까?”로 되어 있으나 이는 틀린 표현
이라 필자가 수정하였다.
73)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와 최종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는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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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6년에 절반이 넘는 53.9%의 비율을 보였다. 2010년에는 45.3%, 2011
년 51.2%, 2014년 48.2%, 2017년 38.3%로 최근 3차에 걸친 조사에서는 저
녁 근무를 하거나 밤 근무를 2시간 이상 하는 취업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 추세는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 모두 비슷하며, 2017년 현재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저녁 근무나 밤 근무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밤 근무자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자. 조사가
시작된 지 10년 정도 사이에 이 비율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6
년 21.4%에서 2010년 12.7%, 2011년 12.7%, 2014년 12.9%, 2017년 10.1%
로 2006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11.3%포인트의 차이를 보인다.
2006년, 2010, 2011년에는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나 2014년과 2017년에는 반대로 자영업자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자영업자는 저녁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편
으로 이는 <표 4-1>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표 4-1>에서 주간에만 근무
하는 자영업자보다 저녁에 근무하는 자영업자 비율이 더욱 높다는 사실
도 아울러 볼 수 있다.
[그림 4-1] 저녁․밤 근무자 비율(2006, 2010, 2011, 2014, 2017년)
(단위 : %)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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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밤 근무자 비율(2006, 2010, 2011, 2014, 2017년)
(단위 : %)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 해당 연도.

<표 4-1> 종사상지위별 밤․저녁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밤 & 저녁
주간 근무
근무

밤 근무

저녁 근무

0.5

24.3

9.2

66.0

100.0

상용직

0.5

25.6

9.5

64.4

100.0

임시직

0.6

20.1

9.0

70.2

100.0

일용직

0.6

15.4

5.0

79.0

100.0

0.7

41.1

10.7

47.3

100.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0.6

40.7

9.5

49.1

10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7

42.3

13.8

42.9

100.0

임금노동자 전체

자영업자 전체

전체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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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종사상지위별로 알아보면, 상용직 노동
자가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임시직 노동자나 일용
직 노동자보다 높다(표 4-1 참조).
2) 밤 근무 비율이 높은 20대와 60대 남성
성별로 보면, 밤 근무나 저녁 근무가 있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에 약간
더 높다. 이 비율이 남성은 41.7%이며 여성은 33.7%로, 차이가 8.0%포인
트이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에 저녁 근무자는 19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이나 밤 근무자는 20대와 60세 이상이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에
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저녁 근무자 비율이 19세 이하에서 가장 높으며,
밤 근무자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에 성
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60세 이상의 남성이 주로 감시단속적 일자리에
취업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표 4-2> 저녁․밤 근무자 비율(남성 : 2017년)
(단위 : %)
밤 근무

저녁 근무

밤 & 저녁
근무

주간 근무

전체

전체

0.8

28.6

12.3

58.3

100.0

19세 이하

0.5

44.0

12.6

42.9

100.0

20～29세

1.4

30.8

13.9

53.9

100.0

30～39세

0.6

29.4

11.0

59.0

100.0

40～49세

0.6

29.9

11.7

57.8

100.0

50～59세

1.0

29.1

11.8

58.1

100.0

60세 이상

0.7

22.4

14.5

62.5

100.0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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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저녁․밤 근무자 비율(여성 : 2017년)
(단위 : %)
밤 근무

저녁 근무

밤 & 저녁
근무

주간 근무

전체

전체

0.2

27.7

5.7

66.3

100.0

19세 이하

0.0

38.5

3.9

57.6

100.0

20～29세

0.2

31.8

7.0

61.1

100.0

30～39세

0.2

24.8

5.9

69.1

100.0

40～49세

0.2

28.4

5.0

66.3

100.0

50～59세

0.3

30.6

6.4

62.7

100.0

60세 이상

0.2

21.6

4.3

73.9

100.0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3) 장치․기계 조작원과 서비스종사자의 높은 저녁․밤 근무 비율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은 서비스 종사자
(59.6%), 판매종사자(52.2%)로 절반을 넘어선다. 다음으로 장치․기계 조
작원(48.5%)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인다. 이 가운데 판매종사자와 서
비스 종사자는 저녁 근무자의 비율이 각각 45.4%와 40.9%로 높은 편이
며, 서비스 종사자 가운데 밤과 저녁에 각각 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취업
자 비율은 18.1%로 둘째로 높다. 첫 번째 직업은 장치․기계 조작원으로
이 비율이 21.4%이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간호사는 취업자와 비교할 때, 저녁이나 밤
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이 약간 더 높은 편이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리고 간호사의 경우에는 저녁과 밤에 모두 2시간 이상씩 근무하
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이 비율은 29.3%이다.
다음으로 택배원의 경우에는 간호사와 달리 저녁에 2시간 이상 근무하
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이 비율이 51.4%로 절반을 넘어선다. 그런데 밤에
도 저녁에도 모두 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비율도 높아 12.3%이다. 말하자
면, 택배원 10명 가운데 적어도 6명 이상은 저녁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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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직업별 저녁․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밤 근무

저녁 근무

밤 & 저녁
근무

주간 근무

관리자

0.0

18.9

2.2

78.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4

25.3

8.2

66.1

사무 종사자

0.3

21.3

4.1

74.4

서비스 종사자

0.6

40.9

18.1

40.4

판매 종사자

0.6

45.4

6.2

47.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8

21.4

1.3

76.5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0.4

27.1

4.8

67.7

장치․기계 조작원

1.2

25.9

21.4

51.5

단순노무 종사자

0.7

16.8

12.3

70.1

주 : 1)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그림 4-3] 간호사 저녁․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취업자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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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며, 1명은 적어도 저녁만 아니라 밤에도 2시간 이상 근무를 한
다는 것이다.
산업별로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을 보면, 숙
박․음식점업이 66.8%로 가장 높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 10명 가
운데 약 7명이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결과이다. 다
음으로 운수업과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이 57.7%로 높은 편이다.
도․소매업도 50.0%로 절반의 취업자가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4] 택배원 저녁․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취업자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밤 근무’는 밤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며, ‘저녁 근무’는
저녁에만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경우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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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산업별 저녁․밤 근무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취업자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가중치 적용.
3) 결과는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취업자가 취업자 전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나. 주당 근무일수
지금부터는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를 ‘밤 근무’로
통칭하기로 하고, 이 ‘밤 근무’와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주간 근무’와 비교하기로 한다. 따라서 ‘밤 근무’에는 저녁과 밤에
모두 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밤 & 저녁 근무’가 포함되었음에 유의하여
야 한다.
주당 근무일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의 신체적 부담을 고
려한 결과인지 주 5일 근무가 지켜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주간 근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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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0.2일 긴 주 5.2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상용직 노동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긴 편이었다. 밤 근무를 하는 상용직 노동자도 주당 근무일수
가 평균 5.1일이었다(그림 4-7 참조).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의 주당 근무일수
가 6일이었다. 말하자면, 밤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영업에 종사하는 자영
업자는 주 1일 휴식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간호사는 주간 근무자의 경우에 주 5.4일이나 밤 근무자는 주 5.1일이
었다. 이 결과는 상용직 노동자와 비슷하다. 그리고 택배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밤 근무자가 주 5.8일로 주간 근무자보다
0.3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근무자가 주 5.5일인 것은 주로 월～금요
일에 온종일 일하고, 토요일 오전에 근무를 하는 택배기사의 근무형태가
반영된 듯하다.
[그림 4-6] 주당 근무일수(2017년)
(단위 : 일)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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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종사상지위별 주당 근무일수(임금노동자 : 2017년)
(단위 : 일)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다. 주당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일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긴 주당 근무시간을 보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자가 50.3시간, 주간 근무자가 41.6시간으로 비교적 주간 근무자가 주
40시간제에 가까우나 밤 근무자는 1일 2시간 정도는 더 많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주로 상용직 노동자가 평균 50.5시간이나 임시
직 노동자도 51.1시간이나 된다는 특성도 보인다(그림 4-9 참조).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평균 57.9시간이나 되어 역시 밤 근무를 하
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
다. 심지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원은 밤 근
무자의 경우에 평균 60.4시간으로 역시 하루에 10시간 근무를 한다는 사
실을 알게 된다. 간호사는 교대제 방식으로 근무시간이 운영되고 있어 밤
근무자는 42.2시간, 주간 근무자는 43.4시간으로 주 40시간에 그나마 가까
운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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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주당 근무시간(2017년)
(단위 : 시간)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그림 4-9] 종사상지위별 주당 근무시간(임금노동자 : 2017년)
(단위 : 시간)

주 : 가중치 적용.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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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부가조사 결과
여기에서는 근로환경조사의 ‘밤 근무’ 정의와 달리 밤 근무를 밤 10시
부터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기로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
간 및 휴일 근로) 제3항의 규정을 따랐다.
먼저 조사 대상자 가운데 밤 근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취업자는 취업자 전체의 10.1%였다. 이 수치는 밤 근무 정의의 1시간 차
이를 고려할 때, 근로환경조사 2014년 결과와 비슷하다.
종사상지위별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6.1%로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1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3.7%), 임
시노동자(13.3%)의 순으로 높았다. 조심하여야 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밤 근무자는 22～06시에 1분이라도 근무를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림 4-10] 종사상지위별 밤 근무자 비율(2014년)
(단위 : %)

주 : 1) 무응답, 거절 제외.
2) 가중치 미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4),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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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30.6%는 8시간 이상으로 가장 많
은 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12.2%가 8시간 이상이며, 반대로 1시간 이
상 2시간 미만이 30.7%로 가장 많은 편이다. 대체로 임금노동자와 자영업
자 모두 3시간 미만과 8시간 이상의 양극단에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자영업자는 3시간 미만에 많은 분포를 보이며, 임금노동자는 이와
유사하면서도 8시간 이상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참고로 밤 근무자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시간을 넘게 일한 경
우라 할 때, 취업자 전체의 48.5%가 해당하고, 임금노동자는 54.5%, 자영
업자는 38.9%이다. 그리고 3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로 간주한다면, 취업자
전체의 41.3%, 임금노동자의 47.9%, 자영업자의 31.0%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결과는 밤 근무자 전체에 대한 비율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취업자 전체 대비 비율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다. 취업자 전체의 경우
에 2시간 이상 밤 근무자는 6.5%,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5.5%, 자영업자의
[그림 4-11] 시간대별 분포(2014년)
(단위 : %)

주 : 1) 횡단면가중치 적용.
2) 업무 시작․종료 시간에는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3) 3일 기준(전날, 해당일, 다음 날).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4),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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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종사상지위별 밤 근무시간대별 비율(2014년)
(단위 : %)

주 : 1) 무응답, 거절 제외.
2) 가중치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4),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

경우는 9.2%이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시노동자가 9.1%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9.6%
로 가장 높다.
2시간 초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취업자 전체의 4.9%가 밤 근무자이며,
임금노동자는 4.5%, 자영업자는 6.0%이다. 그리고 3시간 초과로 한다면
취업자 전체의 4.2%가 밤 근무자이고, 임금노동자의 4.0%, 자영업자의
4.8%가 밤 근무자이다. 눈에 띄는 점은 3시간 초과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임시노동자가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제3절 밤 근무와 생활 그리고 건강

주당 근무시간으로 볼 때, 22～06시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일을 하는 밤
근무자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임을 앞 절에서 확인하

50

서비스업 야간노동: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였다. 이 상황이 가정과 직장의 생활, 그리고 개인의 건강과는 어떠한 관
련을 보이는지 이 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과 생활의 균형
가. 근무시간과 가정․사회생활의 균형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비율은 주간에만 근무하는 취업자와 비교할 때, 밤에 2시간 이상 근
무하는 취업자의 경우에 더욱 높았다. 밤에 근무하는 임금노동자는 절반
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45.5%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영업자는
이 비율이 59.2%나 되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에서는 밤 근무를 하는 일
용직 노동자의 48.2%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그림 4-14 참조).
[그림 4-13] 근무시간이 가정․사회 생활에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적당하지 않다’와 ‘전혀 적당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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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근무시간이 가정․사회 생활에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임금
노동자 종사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적당하지 않다’와 ‘전혀 적당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간호사는 밤 근무자라 하더라도 밤 근무를 하는 임금노동자 전체보다
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반대로 밤 근무를 하는 택배원은 7할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주간근무를 하는 택배원의 31.7%도
근무시간이 가정․사회생활에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간근무자와 비교해 볼 때, 근무시간이 가정․사회생활에 적당하지 않
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자영업자는 39.1%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택배원
은 38.6%포인트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업무 걱정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
한다는 비율은 주간 근무자보다 밤 근무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두드러져서 6할 가까이 되는 자영업자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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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업무를 걱정한다는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그림 4-16]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업무를 걱정한다는 응답자 비율(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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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었다. 택배원은 더욱 이 비율이 높아서 약 7할 가까이나 되었
다. 그리고 밤 근무를 하는 상용직 노동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높은 비율
로 업무에 대한 걱정이 있는 편이었다.
다. 퇴근 후 피곤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밤
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높았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58.5%,
자영업자는 68.2%나 되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밤 근무를 하는 상용직
노동자 6할은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그림 4-17] 퇴근 후 피곤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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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퇴근 후 피곤으로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밤 근무자의 경우에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하여 집
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은 간호사도 택배원도 모두 유사하였다.
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업무
업무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밤 근무의
특성으로 볼 때, 밤 근무를 하는 취업자의 경우에 높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사실로 확인이 되는데 임금노동자의 6할, 그리고 자영업자의
7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 노동자가
62.4%로 약간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생각은 간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택배원은 이 비율이 더욱 높아서 83.8%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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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업무로 인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자 비율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그림 4-20] 업무로 인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자 비율
(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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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적인 일 처리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1～
2시간 할애하거나 할애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예상대로 밤 근
무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임금노동자의 68.1%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임금노동자 가운데 임시직 노동자 72.9%가 마찬가지로 근무시
간 1～2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간호사는 더욱 좋지 않았다. 밤 근무를 맡은 간호사 76.0%가 이에 동의
를 하였다. 택배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 4-21] 근무시간에 개인․가족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는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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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 근무시간에 개인 가족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는 응답자 비율(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가끔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

2. 밤 근무와 건강

․

가. 업무와 건강 위험
업무가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은 앞 항과 마찬가지로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높았다. 임금노동자
는 23.7%, 자영업자는 23.1%였다. 그런데 임금노동자 가운데 일용노동자
가 이러한 생각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었다. 밤 근무자는 26.7%이며, 주
간 근무자는 이보다 높은 30.2%였다.
간호사도 주간 근무자보다 밤 근무자의 경우에 자신의 업무가 건강이
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임금노동자 전체나
자영업자 전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택배원은 밤 근
무자가 60.7%로 매우 높았으며, 주간 근무자도 28.4%로 임금노동자 전체
나 자영업자 전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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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다는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그림 4-24] 업무가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다는 응답자 비율(임금노동자 종사
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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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밤 근무와 건강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 비율은 마찬가지로 밤
근무자의 경우에 높았다. 임금노동자의 34.1%와 자영업자의 51.8%는 그
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의 경우에는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
율이 높았으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간 근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주간
근무자는 43.5%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밤 근무를 하는 일용
직도 38.7%로 높은 편이었다.
간호사와 택배원도 마찬가지로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높은 비
율로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택
배원은 밤 근무자의 52.9%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4-25]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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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 비율(임금노동자 종
사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다.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임금노동자
의 경우에 밤 근무자의 2.5%, 주간 근무자의 1.8%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영업자는 주간 근무자가 6.4%, 밤 근무자가
4.1%의 비율을 보인다. 이 결과로 볼 때, 밤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
우에 밤 근무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밤 근무와 건강 상
태의 상관성에 대한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간호사와 택배원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비율은 더욱
낮았으며, 밤 근무를 하는 택배원은 아무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상용직보다 이 비율이 높
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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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그림 4-28]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 비율(임금노동자 종사
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나쁜 편이다’와 ‘매우 나쁘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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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6개월 이상의 건강 문제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
는 응답자 비율은 밤 근무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일용
직은 밤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 모두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간호사와 택
배원 모두 주간 근무자보다 밤 근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었다.
[그림 4-29]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건강 문제가 있다
는 응답자 비율(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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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건강 문제가 있다
는 응답자 비율(임금노동자 종사상지위별 : 2017년)
(단위 : %)

주 : 1) 가중치 적용.
2) 모름․무응답, 거절은 제외.
3)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료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7), ｢근로환경조사｣.

제4절 조사 결과로부터 얻는 시사점

우리는 근로환경조사(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와 한국노동
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이용하여 밤 근무 실태가 어떠한지, 밤 근무
를 하는 취업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차에 걸친 조사(2011년, 2014
년, 2017년)에서 저녁(18～22시)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밤(22～05
시)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취업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 양상
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비슷하였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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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둘째, 2017년 현재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임금노동자는 9.8%로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약 1명이 밤 근무자였으며, 자영업자는 11.4%가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음을 근로환경조사에서 확인된다.
셋째, 밤 근무나 저녁 근무가 있는 비율이 남성의 경우에 약간 더 높으
며, 남성의 경우에 밤 근무자는 20대와 60세 이상이 높은 편이다. 여성의
경우에 밤 근무자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았다.
넷째,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비율은 서비스 종사
자(59.6%), 판매종사자(52.2%), 장치․기계 조작원(48.5%)이 높았다.
다섯째, 산업별로 보면,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 비
율은 숙박․음식점업(66.8%), 운수업(57.7%),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업(57.7%), 도․소매업(50.0%)이 높았다.
여섯째, 주당 근무일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의 신체적 부
담을 고려한 결과인지 주 5일 근무가 지켜지고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경
우는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의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이었다.
일곱째,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일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밤 근무
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긴 주당 근무시간을 보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는 밤 근무자가 50.3시간이나 되었으며,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평균
57.9시간이나 되어 밤 근무자는 하루에 10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는 추측
을 해볼 수 있다.
여덟째, 한국노동패널조사 2014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밤 근무 시간
을 기준으로 볼 때, 2시간 이하와 7시간 이상으로 분포가 양극단에 있었
으며, 이 분포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 비슷하나 7～8시간의 경우
에 임금노동자 분포가 더 많은 편이고, 2시간 이하는 자영업자 분포가 더
욱 높았다.
아홉째,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
당하지 않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주말, 휴가 등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하며, 퇴근 후에 너무 피곤하여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업무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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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과 관련된 일을 처리
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1～2시간 할애하거나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열째,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건강에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업무가 건강을 해치거나 안전상 위험한 일이라 생각하는 비율도 밤 근무
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높았으며, 업무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열한째, 하지만 건강이 나쁘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많지 않은 편이
어서 근로환경조사 결과로 반드시 밤 근무와 건강 상태의 상관성을 확인
하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밤 근무와 건강 상태의 상관성에 대한 장기
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되었거나 지속될
것 같은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다는 비율은 밤 근무자의 경우에 상대적
으로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한 가지 두드러지는 문제는 주당 근무시간이 밤
근무자가 길다는 점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주당 근무시간만 아니라 주당
근무일수도 6일이나 되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주관적 건
강상태에서 약하게 자영업자의 건강이 좋지 않음이 나타난다. 택배원이
자영업자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자, 특히 택배원을
필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스
스로 자신을 보호하여야만 하나 실제로는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채 몸으
로 생업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2018년 말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는 하
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의 수립이 긴급하다.
근로환경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밤 근무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주간 근
무자보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점과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보다 더
욱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밤 근무자 그리고 자영업자는 정부
당국의 특별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5장
과 6장에서 밤 근무가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3교대 간호사 와 야간 배송
기사 사례를 통하여 이상의 통계적 사실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
다. 이 면밀한 관찰로부터 야간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지원 방안
의 고민이 도출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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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우리는 앞서 야간노동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인간의 삶을 위
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이고, 둘째는 자본의 이윤추구 극대
화를 위해 요구되는 이윤추구형 야간노동이다. 전자에는 군대, 경찰, 병
원, 교정, 소방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공공서비스가 포함된다. 자연의 시
간에 따라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 그래서 안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
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위해 누군가는 대기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적 필요로 인한 야간노동도 있다.
설비의 가동을 멈출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통신사의 제어실, 발전소
의 제어실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면 후자에는 이윤의 확대를 위해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강요되는 야간노동이 포함된다. 최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밤과 새벽을 가리지 않고 운영되는 배달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윤추구 극대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결합된 형태다.
이 장에서는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가운데 24시간, 365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병원의 간호업종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실태를 살펴보고 공
공서비스형 야간노동이 ‘인간의 얼굴’을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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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업종 야간노동 문제를 다룬 그동안 연구는 교대근무자의 건강 실
태(수면의 질, 피로, 우울 등),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제도의
성과, 교대근무제도 개편 및 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
다. 이 연구에서는 야간노동자들의 실태를 노동조건 길이와 편성(교대근
무형태), 노동강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몸(신체적․정신적)과 삶(생
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
사 각 연도 결과와 필자가 참여했던 기존 연구 내용(이정희 외, 2017), 박
용철․곽상신(2015), 일자리기획단(2018)을 주로 참고하였다. 보건의료노
조는 2004년부터 매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있는데, 병원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집단이
가장 큰 데이터다.74) 노조는 2019년 2월에도 조합원 36,44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에 결과를 발표하였다.75)
이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은 단체협약 분석이다. 야간노동 및 야간
노동자 보호 관련 각종 규정을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별 단위 단
체협약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의
환경 개선 및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노동법에는 야간노동에 관한 시간(22:00～익일 06:00) 정의 규정
만 있을 뿐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고, 야간노동을 제한하거나
야간노동의 조건, 야간노동자 보호방안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찾
기 어렵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
약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단체협약은 임금, 노동시간 등 각종 노동조건에 관해 노사가 자율적으
로 합의한 집단적 규범이다. 이 연구는 법에서 담고 있지 못한 야간노동
제한 및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야간노동 규제 및 야
간노동자 보호 방안이 확장성을 갖기 위해 야간노동 관련 단체협약의 조
74) 조사항목은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휴일․휴가, 근속기간 및 근무형태, 인력
부족 현황, 만족도,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이직의사,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성폭력, 괴롭힘과 갑질 등 노동실태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75) 이 가운데 간호사는 총 22,851명이다. 간호사들을 근무형태별로 나눠보면, 주간근
무자는 4,808명, 2교대제 759명, 3교대제 16,849명, 야간전담 간호사 7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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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들을 최대한 근로기준법 등에 담아 간호업종 전체는 물론 전체 야간노
동에 대한 규범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야간
노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치를 강구할 때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2절 야간노동 실태

1. 노동시간 길이
간호사들의 1주 근무시간은 평균 49.8시간, 1일 근무시간은 10.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의료노조, 2015). 주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0
시간을 일하는 셈인데, 상시적으로 하루 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교대근무 시간대별 하루 노동시간의 차이가 컸다. 주간과 저녁근무자
는 각각 9.7시간, 9.1시간이었던 반면 밤근무자의 경우 하루 13.1시간이었
다. 야간조에 할당된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노조 실태조사에서 3교대 간호사들은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하루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0분 이내가 21.2%, 1
시간 이내가 63.2%였다. 1시간 이상이라는 답변이 36.8%를 차지한 가운
<표 5-1> 간호사 교대근무자별 노동시간
(단위 : 시간)
평균

최소

최대

편차

2015년 1주 근무시간(단순)

49.8

30.0

90.2

6.8

2015년 1일 근무시간

10.6

9.2

12.1

0.4

- 주간근무자 1일 근무시간

9.7

5.6

13.3

0.7

- 저녁근무자 1일 근무시간

9.1

6.7

11.0

3.2

13.1

9.7

13.3

1.6

- 밤근무자 1일 근무시간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5), ｢조합원 근로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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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연장근로시간 분포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데, 2시간 이상이라는 답변도 8.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교대 간호사의 경우, “모두 보상받는다”
는 답변은 8.4%에 불과하였고, “일부만 보상받는다”는 답변이 45.5%를
차지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46.1%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는 연장근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연장근로로 인정받는 절
차도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노동시간 편성
간호사의 3교대제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3교대제와는 차이가 있
다. 24시간 가동을 하는 대개의 제조업 현장은 3개 혹은 4개의 근무조가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면서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병원은 근
무조 개념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요일별․시간대별로 투입되는 인
원이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한 4조3교대’로 설명된다(이정희 외, 2017: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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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가 아니고 그냥 3교대예요. 데이-이브닝-나이트 근무에 투입되
는 인원이 달라서, 4조로 딱 떨어지게 나눌 수가 없어요. 수간호사가 번표
를 짤 때 나이트 근무자를 쫙 정한 다음, 데이․이브닝 근무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요. 그러니 간호사별로 스케줄이 둘쑥날쑥하죠. 수간호사가 매달
15～20일 사이 다음 달 번표를 짜는데요. 한 달 치가 미리 결정되더라도
누가 상을 당하거나, 유산을 해서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사직을 하면 그때
마다 번표가 바뀌어요.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번표 인생’이라고 부르는데
요. 모든 생활이 번표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인터뷰, 간호사)76)

<표 5-2>는 한 병원의 간호사 2017년 7월 근무표인데, 근무일수는 19
일에서 21일이었다. 교대근무 편성은 ‘주간 - 저녁 - 야간’으로 순환되는
전진방식과 ‘주간 - 야간 - 저녁’으로 순환되는 역진방식이 혼재되어 운영
되고 있다.
<표 5-2> 간호사의 2017년 7월 근무표
1
A
1년 차

B
2년 차

C
3년 차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 OF E

E

E

S M2 E

N

N

N OF S

17 18

19 20 21 22 23

S

D

D

24 25 26

N

N

N OF CD D

D M2 D

5

10

1

2

3

4

6

7

8

9

N

N

N OF S

E

E

E OF D

19 20 21 22 23

24 25 26

E OF

27 28 29 30 31

E

17 18

E

S OF D

11 12 13 14 15
D

D

S

N

E

E OF AL S

D

1

6

11 12 13 14 15

10

3

4

5

7

8

9

S OF N

N

N AL S

D

D OF E

D
E

D
E

S
E

24 25 26

27 28 29 30 31

N

N AL S

E OF S

E

D

E

E

16

S OF

19 20 21 22 23
D

N

E

17 18
N

16

27 28 29 30 31

N OF S M2 E
2

16

E OF

주 : 1) D=오전조, E=오후조, N=야간조, OF=휴일, S=주휴, AL=연가, CD=보건휴
가, M2=일근(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2) 해당 병동 전체 인원(30명). 전체 인원 중 당월 육아휴직자는 3명, 분만휴
가자는 1명.
자료 : 이정희 외(2017: 78).

76) 이정희 외(2017: 7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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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간호사별 근무편성 및 일수
주간

저녁

야간

일근

총 근무일수

A

6일

6일

6일

2일

20일

B

6일

8일

6일

1일

21일

C

4일

9일

6일

-

19일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4), 간호사 표준근로지침 연구보고서 .

간호사A의 경우 ‘저녁 - 야간 - 저녁 - 주간 - 야간 - 주간’ 순이었고, 간
호사B의 경우 ‘야간 - 저녁 - 주간 - 야간 - 저녁 - 주간’ 순이었다. 전진방
식, 역진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간호사C의 경우 ‘야간 - 주간 - 저녁
- 야간 - 주간 - 저녁’ 등 전진방식으로 근무표가 편성되어 있었다. 야간근
무를 할 때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가장 큰 만큼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를 회복한 뒤 다시 업무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진방식보다 전진
방식이 선호된다.
특정 월의 노동일수를 보면, 19일에서 21일가량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간호사A와 같이 3개의 근무조에 고루 배치된 경우도 있지만 간호사B와
C처럼 저녁근무에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된 경우도 있다.77)
근무조별로 보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야간조 노동시간을 주간조나
저녁조보다 길게 편성하고 있다(표 5-4 참조). 병원B과 같이 각 근무조의
노동시간을 8-8-8로 균등하게 배분한 곳도 있으나, 대부분 주간과 저녁
조는 각각 8시간,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편성하였지만 야간조는 소정
노동시간이 8.5시간에서부터 10시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특히 야간조의
경우 연장근로가 근무편성표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무조 간 업무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영하여 각 조별 출퇴근
시간이 30분씩 겹치게 편성하기도 한다. 주간조 근무가 오후 3시30분까지
인데, 저녁조 근무가 주간조 근무 종료시간 30분 전인 오후 3시에 시작되
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표를 짜기 때문에 3교대 근무조의 하루
노동시간을 모두 합하면 25시간, 25.5시간이 된다.
77) 일자리기획단(2018) 실태조사에 따르면, 3교대 간호사의 경우 실노동일은 월 평
균 20.4일인데 주간근무(D)는 9.1일, 저녁근무(E)는 5.2일, 야간근무(N)는 4.8일로,
주간근무 횟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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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근무조별 교대근무시간
근무조

비고

주간(D)

저녁(E)

야간(N)

병원1

07:30～15:30
(8H)

15:00～22:30
(7.5H)

22:00～08:00
(10H)

조별 출퇴근시간
겹침(30분)

병원2

07:00～15:00
(8H)

14:30～22:30
(8H)

22:00～07:30
(9.5H)

조별 출퇴근시간
겹침(30분)

병원3

06:30～14:30
(8H)

14:30～22:30
(8H)

22:30～06:30
(8H)

조별 출퇴근시간
겹치지 않음

병원4

07:00∼15:00
(8H)

14:30∼23:00
(8.5H)

22:30∼07:00
(8.5H)

조별 출퇴근시간
겹침(30분)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4), ｢간호사 표준근로지침 연구보고서｣.

이처럼 노동시간 길이도 길고, 불규칙한 3교대제로 업무를 하는 3교대
간호사들의 경우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보
건의료노조(2019)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인력수준에 대
한 만족도는 81.2%가 불만(아주 불만 44.3%, 조금 불만 36.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3교대 간호사의 경우 불만이라는 비율이 87.7%(아주 불
만 55.0%, 조금 불만 32.7%)로 전체 응답자보다 더 높았다. 이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표 5-4>에서 본 것처럼 야간근
무조일 경우 노동시간이 길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한 근무조의 인원이 주
간조와 같거나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3절 야간노동과 노동자의 몸

1.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노조(2019) 실태조사에 응한 보건의료노동자의 다수가 수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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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56.1%가 최근 1년간 수
면시간이 평균 6시간 미만이었다고 응답하였다. 5～6시간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4～5시간이 16.9%, 4시간 미만이 1.7%를 차지하였
다. 미국국립수면연구재단(NSF)의 만 26세 이상 성인 권장 수면시간인
7～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약 15%에 그쳤다.
직종별로 보면, 간호사들의 수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간호사들 중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비율은 59.3%로 전체 평균보다 3.2%
포인트 높았다(그림 5-2 참조). 간호사 중에서도 근무형태별로 보면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주간근무(14.5%) - 2교대(20.7%) - 3
교대(21.7%) - 야간전담(29.6%) 순으로 많았다. 야간에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수면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2] 간호사 근무형태별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단위 : %)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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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1주 단위 자도 일어나도 극도의 피곤함을 경험한 횟수
(단위 : %)
6～7회

4～5회

2～3회

1회

전혀 없음 4회 이상 2회 이상

주간근무

14.9

21.7

33.8

16.8

12.7

36.6

70.4

2교대

16.5

24.1

37.7

16.3

5.4

40.6

78.3

3교대

22.5

30.3

31.4

11.3

4.4

52.8

84.2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수면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개월, 1주일 단위로
자고 일어나도 기진맥진하거나 극도로 피곤함을 경험한 횟수에 대해 대
체로 2～3회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사를 근무형태로 나눠
살펴보면,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3교대 근무자에게서 이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주일에 2회 이상이라는 답변은 3교대(84.2%) 2교대(78.3%) - 주간근무(70.4%) 순이었다. 1주일에 4회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도 많았는데, 3교대 근무자에서는 절반이 넘었다(52.8%). 이는 거의
매일 기진맥진, 극도의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근무를 전제로 하는 3교대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근무형태와 견줘
볼 때 상대적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비중이 높았다. 2018년 업무상 사
고/질병 경험 여부 문항에서 3교대 근무자의 경우 4명 중 1명꼴인 24.5%
가 수면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였는데, 주간 근무자와 2교대 근무자는 각각
17.2%, 19.5%였다.
수면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노동자, 특히 간호사들의 수면 부족은 노동자들의 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환자 안전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2. 업무 수행 시 위험요인
보건의료노조(2019) 실태조사에서는 업무 수행 시 위험요인을 물었는
데,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수면부족, 환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폭
력, 유해물질 노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수면부족에
따른 위험을 느낀다는 응답은 62%, 환자․보호자․대상자에 의한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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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폭력은 55.8%, 유해물질 노출은 54.7%, 주변 업무 환경은 50.6%
로 조사되었다.
수면부족을 꼽은 응답을 간호사로 한정하여 근무형태별로 살펴보면, 3
교대 근무자(82.7%)와 야간전담 근무자(78.9%)에서 많았다(그림 5-3 참
조).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순번에 따라 밤 시간에 근무해야 하는 3교대
근무형태일수록 수면부족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3교대 63.8% - 2교
대 48.6% - 주간근무 42.6%).
야간을 포함하는 교대근무가 사람의 생체시계와 외부 환경 간의 조화
를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장애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
려진 얘기다. Berger & Hobbs(2006)는 수면장애가 자신과 환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오전 4～6시 수행되는 업
무의 완성도가 낮고,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갈 경우 투약오류가 증가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5-3] 업무수행 시 위험요인에 수면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
(단위 : %)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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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2019)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안전보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41.1%가 불만(아주 불만 7.6%, 조금 불만 33.5%)이
었는데, 3교대 간호사의 경우 불만 비율이 43.4%(아주 불만 7.9%, 조금
불만 35.5%)로 조금 더 높았다.

3. 식 사
업무 수행 중 식사를 거른다는 응답은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서
더 많이 확인되었다. 그중에서도 3교대 간호사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노조(2019)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는 답변은 47.1%였는데, 3교대 간호사의 경우 절반 수준인 24.6%
에 그쳤다. 3교대 간호사의 경우, 4명 중 3명(75.4%)은 1회 이상 거른다고
응답한 가운데, 거르는 횟수가 1주에 4회, 5회 된다는 답변이 각각 10.5%
를 차지하였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1주 평균 업무 수행 중 식사 거르는 횟수
(단위 : %)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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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식사시간(한 끼 기준, 이동 및 휴게시간 제외)은 더욱 심각하였는
데, 20분 이상이라는 답변은 1.8%에 불과하였다. 10～15분이 41.0%, 5～
10분이 40.8%였고, 5분 미만이라는 답변도 5.3%를 차지하였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더불어 짧은 식사시간은 위나 십이지장궤양 등 소화기계 질환
의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고, 식사시간이 짧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일을 위해 소비할 에너지가 높으면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폭식은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며 중간단계인 당뇨와 비만을 유발한
다(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2018).

4. 직무스트레스
3교대 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의료노조(2019) 실태조사 결과, “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 있다”는 항목에 83.8%(매우 그렇다 29.4%, 그렇다 54.4%)가 “그렇
다”고 답변하였다.
이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왜 일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월급
을 받기 위해서라는 답이 나온다”는 문항에서도 “그렇다”는 답변이 84.3%
[그림 5-5] 직무스트레스 - 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지쳐 있다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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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38.2%, 그렇다 46.1%)를 차지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교대 간호
사의 경우, “나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항에 59.0%가 “그렇
다”(매우 그렇다 13.3%, 그렇다 45.7%)고 답하였다. “나는 내가 하는 일
에 거의 열정을 느낄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
다. “그렇다”는 답변이 55.4%(매우 그렇다 10.5%, 그렇다 44.9%)를 차지
하였다.

제4절 야간노동과 노동자의 삶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맞물린 야간노동은 간호사들의 일상생활에도 영
향을 미친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이지만 시간이 조직되는 방
식이 다수의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교우관계를 유지하거
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필요성 때문에 늘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
다. 박용철․곽상신(2015)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약속의 파행 : “친구가 없어져요.”
계획을 실천하기 어려움 : “학원 다니기도 힘들어요.”
언제나 대기상태 : “퇴근, 오프 때도 나와요.”

이는 간호사 당사자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동료 의료인들도 공감
하고 있는 내용이었다.
“밤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생활패턴은 또래 젊은 여성과 완전히 다릅니
다. 연휴 때 가족과 놀러갈 수 없고, 주말에도 애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
로기준법에 따라 밤근무자에게는 낮근무 급여의 1.5배를 주고 있는데요.
노동강도나 밤근무 부작용을 생각하면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요. 밤근
무라는 건 아무도 원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잖아요.
그렇다면 보상수준이 높아져야죠. ‘백의의 천사’는 밤새 환자를 돌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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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시간이 갈수록 밤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간호사가 늘어날
겁니다. 대책은 둘 중 하나예요. 보상수준을 높여주든가, 밤근무를 줄여주
는 거죠.” (의사, 인터뷰)78)

간호사들의 어려움은 개인의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가족
과 돌봄보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불규칙한 근무패턴과 낮밤
이 바뀐 근무시간대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시간계획(time schedule)을 맞추
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이 보는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호소가 나오는
이유다. 육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임신을 결정하는 것, 임신 기
간과 출산 전후 및 육아기에 지원되는 각종 모성보호제도도 거의 사용하
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2019)에서는 과거 3년간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동료나 선후배,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했는지를 물었는데, 자유롭지 못했다는 응답이
31.7%에 달했다. 자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동료에게 업무
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3.7%로 가장 많았다.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있어서”(25.4%), “인사승진, 부서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9.4%)도 그 이유로 꼽혔다. 직종별로 구분해서 보면, 병원 특성
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간호사의 임신결정 자율성이 더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특히 사립대병원 간호사 가운데서는 임신 결정이 자유롭지 못
했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꼴인 39.3%였다.
임신 중 또한 출산 전후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못했다”
고 답변하였다. 특히 3교대 간호사들이 모성보호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보
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에서 보듯이 3교대 간호사의
경우, 유급수유시간을 확보했거나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각각
4.9%, 6.1%에 그쳤다.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을 요구했거나 임신 중
하루 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9.3%, 17.5%에 불과했
다. 육아기에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용비율은
78) 이정희 외(2017: 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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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3교대 간호사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단위 : 명, %)
사용했다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 요구
임신 중 하루 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임신 12주내, 36주 이후 2시간 단축)
유급 태아검진 시간(28주까지 4주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이후 1주 1회)
유급수유시간
(생후 1년 미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상자, 주 15～30시간)
출산 전ㆍ후 휴가
(90일, 다태아는 120일)
배우자 출산 휴가
(3～5일 사용 가능, 3일은 유급휴가)
난임치료 휴가
(연간 3일,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사용하지 못했다

166

9.3

1,625

90.7

312

17.5

1,469

82.5

445

25.5

1,303

74.5

80

4.9

1,546

95.1

163

10.0

1,460

90

1,090

65.5

5,74

34.5

361

23.2

1,193

76.8

92

6.1

1,422

93.9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10.0%로 10명 중 1명에 그쳤다. 그나마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비율
은 65.5%로 모성보호제도 중에는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 비율이 7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보장된 휴가기간을 다 활
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교대 근무가 노동자들의 몸과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의 이유
로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에 비해 3교대 간호사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이직
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25.2%),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
다”(47.0%) 등과 같이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72.2%를
차지했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한 적
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3교대 간호사들은 그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
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2.3%였고, 절반이 넘는 51.0%는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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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최근 3개월간 이직 고려
(단위 : %)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

생각한 적
있다

3교대 간호사

전체 응답자

32.3

25.2

83.3

51.0

72.2

47.0

별로 생각한 적이 없다

11.8

16.7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

5.0

11.1

자료 : 보건의료노조(2019),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답하였다.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83.3%에 이른다.
3교대 간호사들의 경우,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열악한 근무
조건과 노동강도(33.1%)를 꼽았다. 낮은 임금수준(20.1%), 건강상의 이유
(10.5%)가 그다음을 차지했고, 다른 직종이나 직업으로 변경을 이유로 꼽
은 비율도 10.4%를 차지했다.

제5절 야간노동 규제 및 야간노동자 보호

이 절에서는 야간노동 규제 및 야간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현행 노
동법과 단체협약(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협약)에서 어떻게 마련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 정한 야간노동 제한
및 야간노동자 보호 규정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17개 지부의 단체협약(2017년 또는 2018년 체결 기준)을 분석하였다.

1. 노동법상 야간노동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노동은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
이의 근로를 말한다.79) 같은 법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제한 조항도 두고
79)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
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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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80)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18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동의 없이’라는 문구
인데,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동의하면 야간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임
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자 금지되어 있는데, 단서조항
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이 역시 야간근
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야간근로의 제한 혹은 금지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동의만 있으면 누구나 야간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야간노동자 보호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조항이 일부 있는데,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특
수건강진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81) 이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로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와 함께 야간작업을 명시하고 있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4. 야간작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0) 근로기준법 제70조.
8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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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
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현행 노동법에서는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야간노동자에 관
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 보호가 필요한 야간노동자의 범주를 정할 때
참고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은 노동자 일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인
데, 야간노동을 하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보호에 관해서는 2019년 4월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82)에서 규정하고 있다.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및 근무 선택권 보
장을 위한 지원과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와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였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상 야간노동자 보호 규정
살펴본 것처럼 현행 노동법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시간 규정(오후 10
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만 있을 뿐 야간노동자 정의규정도
없고, 야간노동 규제 및 야간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이 없다. 야간근무자
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일부 보호방안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지만 연속적인 야간노동의 제한, 최대 야간노동 횟수, 야간노동 중 휴
식,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부여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에 대한 명시적
인 규정은 없다. 이러한 법 규정의 미비함은 사업장 단위 단체협약에서
82) 법률 제16371호, 제정 공포일 2019. 04. 23, 시행일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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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완되고 있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
항이 확인된다.
가. 야간노동 및 야간노동자 정의 규정
먼저 야간노동 정의 규정부터 살펴보았다.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단
체협약은 찾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지부에서는 가산수당 조항에서 야간
노동수당의 지급 근거로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정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그 내용이 같다.
E병원 단체협약 제59조【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⑶ 야간근무(22:00～06:00)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주간근무자(통상근무자)와 3교대근무자 각각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야간노동시간을 적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 밤번 근
무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은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F병원의 경우, 야간노동이라 볼 수 있는 밤번 근무자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각각 밤 11시 30분과 오전 7시 30분이었다.
F병원 단체협약 제52조【시업 및 종업 시각】

1. 통상근무자
통상근무는 (…) 9시에 시작하고 18시에 종료한다.
2. 3교대 근무자
(아침번) 07:30～15:30, (저녁번) 15:30～23:30, (밤번) 23:30～익일 07:30

F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자 가운데 저녁번(evening) 근무자의 노동시
간 일부와 밤번(night)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에 해당된다.
반면 A병원은 밤번 근무자의 노동시간만 야간노동에 포함되도록 시업 및
종업 시간을 명시하였다. 시업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밤 10시로 같
고, 종업시간이 오전 7시, 혹은 8시로 더 길었다.
노동법에서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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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A병원 단체협약 제51조【시업 및 종업 시각】2. 3교대 근무자
A1병원

A2병원

수술실 및 회복실
(A1, A2)

아침번

08:00～15:00

07:00～15:00

07:00～15:00

저녁번

15:00～22:00

15:00～22:00

15:00～22:00

밤번

22:00～익일 08:00

22:00～익일 07:00

22:00～익일 07:00

원 노사 단체협약에서도 별도로 야간노동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
지 않았다. 3교대자 중에서 밤번(night) 근무자가 자연스럽게 야간노동자
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징적으로 E병원 단체협약에서는 야간근무자의 건강권 보호 조항에
서 특수건강검진 수검대상이 되는 야간근무자를 “6개월 이상 월 평균 4
회 이상 야간근무(22:00～06:00)를 한 직원”으로 정하고 있다.
E병원 단체협약 제71조【야간근무자의 건강권보호】“의료원”은 6개월 이상

월평균 4회 이상 야간근무(22:00～06:00)를 한 직원에게 교직원 정기건강
검진에 추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검진항목은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
업무에서 정한 야간작업의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항을 비
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9> 특수건강검진 수검대상이 되는 야간근무자 규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가호

나호

E병원 단협

단위 기간

6개월간

6개월간

6개월 이상

시업～종업시간

24:00～05:00

22:00～06:00

22:00～06:00

횟수/시간

이 시간을 포함하여
이 시간 중 작업을
계속되는 8시간 작업
월 평균
월 평균 60시간 이
을 월 평균 4회 이상
4회 이상
상 수행
수행

자료 : 필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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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노동자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의 표에서 정한 단위기
간, 시업-종업시간, 단위기간 내 야간노동 횟수 및 총 시간 등이 주요 참
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야간노동 금지 대상
병원에서의 야간노동을 ‘밤번 근무’로 한정해서 보면, 야간노동 금지 대
상은 임신한 근로자, 산후 6개월(혹은 1년) 이하 근로자 등과 같이 근로기
준법 조항과 거의 유사하다.
F병원 단체협약 제50조【교대근무자 보호조치】

4. 병원은 임신한 조합원에게 밤번 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7. 병원은 산후 6개월 이하 조합원에게 밤번 근무를 시키지 않으며, 그 기
간 동안 파견을 하지 않는다.

야간노동 금지 대상에 만 50세 이상 간호조무직(원), 20년 이상 근속
간호사,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 등을 포함하는 사례가 있었다.
당사자의 동의, 혹은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야간노동을 허용한다
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같은 별도의 단서조항이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단체협약에서는 단서조항을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E병원 단체협약 제49조【임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⑴ 임산부는 임신 사실을 안 즉시 이를 “의료원”에게 알리고, “의료원”은
임부와 산후 1년 이하의 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단, 임신 중의 조합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산후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시행할 수 있다.)

다. 야간노동 횟수 제한
단체협약에서는 연속적인 야간노동의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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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야간노동은 연속해서 3일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월 7일 이내로 제한하는 단체협약이 다수 확인되었다. 불가피한 경우
라도 야간노동 횟수가 월 8일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F병원 단체협약 제50조【교대근무자 보호조치】

3. 밤근무는 연속해서 3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속 3일 밤근무 후에는 2일
의 OFF를 보장한다.(2017. 10. 12부터 시행)
6. 밤번근무는 월 7일 이내로 제한하되, 불가피한 경우 월 8일을 넘을 수
없으며 8일 이상 시는 1일의 수면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되, 중환자실 1
등급 적용시점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속 3일을 초과하는 밤근
무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단체협약도 확인되었다.
H병원 단체협약 제47조 (근로시간)

⑨ 간호국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는 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교대근무자
는 6일 이상 연속 근무를 금지한다. 또한 밤근무는 연속하여 3일을 초과
근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가능하다.

덧붙여 연령에 따른 야간노동 횟수 제한을 추가로 두는 사례도 있었다.
H병원에서는 만 50세 이상의 간호직 교대근무자가 원할 경우 밤번 근무
를 월 5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병동 상황을 고려하여
밤근무 일수 제한을 조율하도록 하였다.
H병원 단체협약 제47조 (근로시간)

㉓ 간호직 교대근무자 중 만 50세 이상은 본인이 원할 경우 밤근무를 월 5
일 이내로 제한한다. 단 병동(특수부서 포함) 상황을 고려하여 밤근무 일
수 제한은 파트장 및 부서원과 조율한다.

라. 야간노동자 휴식 및 휴일
야간노동자에 부여해야 할 휴식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야간노동 횟수
제한 규정과 함께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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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F병원과 A병원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병원은 연속해서 3일 밤근
무를 한 노동자에 대해 2일의 휴일(OFF)을 보장해야 한다. 월 8일 이상
의 밤근무를 수행했다면 하루의 수면휴가(sleeping off)를 유급으로 부여
해야 한다.
A병원 단체협약 제55조【교대근무자 보호조치】

3. 밤근무는 연속해서 3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3일을 연속 근무한 경우
2OFF를 보장한다.
6. 밤번근무는 월 7일 이내로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8일 근무시 1일의 수면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되 익월에 사용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야간근무를 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
는 가운데, H병원에서는 8일 이상의 밤근무를 할 경우 해당 일수별로 유
급 수면휴가 부여를 명시하고 있었다.
H병원 단체협약 제47조 (근로시간)

⑨ (…) 단, 불가피하게 월 8일 이상 밤근무를 할 경우 8일은 1일, 9일은 2
일, 10일 이상은 3일의 SLEEPING OFF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다음 달까
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㉓ 간호직 교대근무자 중 만 50세 이상은 본인이 원할 경우 밤근무를 월 5
일 이내로 제한한다. 단 병동(특수부서 포함) 상황을 고려하여 밤근무 일
수 제한은 파트장 및 부서원과 조율한다.(2017. 10. 10 신설)

E병원의 경우, 밤근무 일수에 따른 유급휴가 부여일수가 다른 병원과
견줘 상대적으로 많았다. 밤(night) 근무 5개를 기준으로 2개의 유급휴가
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특정 월의 밤 근무가 5회인 경우 하루
의 off가 추가된다. 유급 수면휴가는 여타의 휴가와 별도로 지급되고 해
당 월과 무관하게 연 단위로 계산된다. 이 병원 노사는 조무사의 야간근
무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였는데, 저녁(evening) 근무자의 오후 10～11시
사이 1시간의 심야수당은 저녁근무 16개를 누적하여 1일의 off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병원 단체협약 제37조【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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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 Night 2off를 기본으로 하나 월중 Night근무가 5회인 경우 하루의 off
를 추가한다.
다. 5 Night의 Sleeping off와 주 40시간에 따른 off, 생리휴가, 주휴, 공휴는
각각 별도로 준다.
마. 5 Night Sleeping off를 해당 월에 상관없이 년 단위로 계산한다.
바. 조무사의 교대근무 시간은 오전 7시, 오후 3시, 오후 11시를 원칙으로
하며 E/N의 교대근무 시간은 부서별로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단, D,
E근무 조무사는 야간근무 오후 10시～11시까지의 1시간의 심야수당은
E근무 16개를 누적하여 1일의 off로 대체할 수 있다.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 때까지 16시간 이상의 휴식보장을 위해 특
정한 근무편성을 금지한 조항도 있다. 저녁근무 후 주간근무, 야간근무
후 저녁근무, 야간근무와 하루 유급휴가 후 주간근무 등과 같은 편성을
없앤다는 것이다.
E병원 단체협약 제37조【근무시간】

사. 3교대 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16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을 위하여 E/D,
N/E, N/OFF/D근무를 없앤다.
C병원 단체협약 제55조 [교대근무자 보호]

병원은 교대근무자들의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권 확보와 예측 가능
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병원은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와 근무 사이 최소한 16시간 이상의 휴식
을 보장하며, E-D, N-E, N-OFF-D 형태의 근무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E-S는 최소화한다. S근무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휴게장소를 제공한다.

마. 야간노동 수당
야간노동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따른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
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는 조항이 대부분의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F병원 단체협약 제54조【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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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H병원 단체협약 제49조 (연장 및 휴일근로)

④ 교대근무자의 경우 night 근무일수 × 1.5시간을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
도록 한다.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외에도 밤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을
명시한 단체협약도 있다. E병원의 경우, 밤근무 5개에 대해 3.5시간의 시
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병원 단체협약 제37조【근무시간】

라. 5 Night 근무시 3.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간호사).

바. 적정인력 배치
단체협약에서는 밤번 근무의 경우도 오전이나 저녁 근무 인원수와 동
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일반 병동의
경우도 인원수 동일 운영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부서 사정에 따라 별도
의 조(S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A병원 단체협약 제55조【교대근무자 보호조치】

11. 응급실, 중환자실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N번 근무 인원수를 D, E번 근
무 인원수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14. 병동은 D번, E번 근무 인원수를 동일하게 운영하되, 부서 사정에 따라
S번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10.1.)

야간근무 시 배치해야 할 최소인원에 대해 명시한 조항도 있다. 야간근
무 시 1인 근무를 금지한다거나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A병원 단체협약 제55조【교대근무자 보호조치】

15. 나이트 근무 시 1인 근무를 금지하며, 예외부서는 노동조합과 별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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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신설 2018.10.1.)
부산성모병원 단체협약 제51조【교대근무자 보호】

⑦ 야간근무 2. 야간근무에는 최소 2인 이상을 배치한다. 단, 불가피한 경
우 노조와 협의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야간근무조의 경우, 주간근무조나 저녁근무조와
견줄 때 노동시간도 길고 투입되는 인력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러
한 단체협약을 통해 적정 인력배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특수건강검진
야간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실시는 대부분의 단체
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야간작업이 유해인자로 분
류되고, 이 유해인자에 일정 기간 이상 노출된 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조항을 준용한 단체협약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E병원 단체협약 제71조【야간근무자의 건강권보호】

“의료원”은 6개월 이상 월평균 4회 이상 야간근무(22:00～06:00)를 한 직
원에게 교직원 정기건강검진에 추가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검진
항목은 관련 법률에 의거 시행한다.
J공단 단체협약 제99조 (건강진단)

① 공단은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공단이 부담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은 전 조합원에 대하여 2년에 1회(소속병원 조합원 연 1
회) 이상
6. 소속병원에서 야간근로 월4회 이상 근무자 또는 3교대 야간노동자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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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야간전담간호사제도
병원에서의 야간노동은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낮추고 이직률을 높
이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야간전담간
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야간전담간호사제도는 일부 간호사들에게 야
간근무를 전담시키면서 교대 근무자들의 야간근무 부담을 줄이는 근무형
태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3교대 근무자들의 야간근무 일수
를 줄여 피로도를 낮춰줌으로써 기존 간호사들의 이직을 예방하고, 둘째
야간근무 부담 때문에 취업을 꺼리는 신규 간호사들을 유인하기 위함이
다(이정희 외, 2017: 77).
H병원 단체협약은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에 관한 규정을 2004년 7월에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매 분기 시작 2주 전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
시하며, 신청 자격은 동일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야간전담 간
호사의 경우 월 5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며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으
로 할 경우 근무시간 사이 48시간 이상의 휴일을 보장한다. 야간전담 간
호사의 경우 야간근무 하루당 1.5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H병원 단체협약 제48조 (야간전담간호사제도)

① 의료원은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2016. 10. 10 개
정)
㉮ 근무형태 : 부서원과 조율하고 월 5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야간근무
를 2일 이상 연속할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사이에 48시간 이상의
OFF를 보장한다.(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야간전담제도는
추후 노사 논의한다.)
㉯ 신청방법 : 매분기마다 실시(3, 6, 9, 12월)하며 매분기 2주전에 신청한다.
㉰ 신청대상 : 본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② 의료원은 야간전담간호사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야간전담간호사에게 야
간근무시 하루당 1.5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야간전담간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명시한 단체협약 조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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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주로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병원 단체협약 제38조【야간전담 실시원칙과 기준】

⑴ 의료원은 야간전담근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실무회의에서 사전 논
의 후 실시한다.
I병원 제79조의1【교대근무자 근무조건 개선】

② 교대근무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나이트근무

간호사 인원 증원(3명→4명)

▲야간전담간호사제도

▲간호사

도입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시설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한 내용을 2019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한다.

제6절 규제와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

소결에 앞서 이 절에서는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
제 조건으로 두 가지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야간전담 간호
인력 활용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간 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인력 충원 문제를 살펴보겠다. 한국의 의료인력(의사․간호사) 수
는 OECD 회원국 평균과 견줘 적다. OECD(2017)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2명인데, OECD 평균(3.3명)보다
적고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임상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
스트리아(5.1명)인데 무려 한국의 2.3배 이상이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간호사 수 역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OECD 평균(9.5명)
의 2/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법 제38조는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정원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
고 있고, 직업별 구체적인 정원은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에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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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의료기관별 간호사 정원
의료기관에 두는 간호사 정원
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
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계산함

병원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음(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한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
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계산함

요양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
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의원

종합병원과 같음

치과의원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원

한방병원과 같음

자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2015. 5. 29. 개정).

있다. 의료기관에 두는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한방병원은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 요양병원은 1일 입
원환자 6명마다 1명 기준)를 말한다. 이때 외래환자는 12명을 입원환자 1
명으로 환산한다.
하지만 간호사 1인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닌 만큼 교대근무,
비번 간호사, 주 40시간제, 법정 공휴일, 휴가 등을 고려할 경우 법에서
정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4～5배수를 곱한 값이 실제 해당 시간에 특
정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에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가 250명, 외래 환자
수가 300명인 경우, 의료법 간호사 정원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원 전
체 간호사 수가 최소 110명이어야 한다[(250+300/12)/2.5=110]. 따라서
전체 간호사 수에는 일반병동뿐만 아니라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행정
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일반병동에서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병원 전체 값보다 더 많다. 또한 간호사 수에는 교
대근무(낮번, 초번, 밤번)와 비번(day-off) 간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2.5명’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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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 40시간과 법정 공휴일, 휴가를 고려할 경
우 일반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4～5배수를 곱한 값이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된다. 예를 들면 연평균 근무일수가 230일이고 간
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5명인 일반병동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는 11.9명[=간호사 1인당 환자 수×3교대×(365/230)=2.5×4.76]
이다.”(조성현 외, 2016: 210)

심지어 모든 병원이 이 정원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3
년 현재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 충족률은 종합병원 63%, 병원
19% 수준이다(조성현 외, 2016).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의 규모
가 작아질수록 간호사 정원 충족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장 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근
무하는 요양병원의 현주소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열악’입니다. 요양병
원은 모든 면에서 열악합니다. 우선 인력이 열악합니다. Day, Evening,
Night 할 것 없이 간호사 대 환자의 비율은 1:56입니다. 한 간호사가 56명
의 환자를 돌본다는 이야깁니다. 조무사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면 Day와
Evening에는 간호인력 대 환자 비율이 3:56, 즉 1:18이 넘습니다. Night는
더 열악합니다. 간호인력 대 환자의 비율이 3:112로 환산하면 1:37이 넘습
니다. 밤 근무 중에는 한 명의 간호사가 37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상
황인 것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당시 4:113, 즉 간호사 한 명당 28
명에서 29명의 수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 것이 현재 요양병원의 현
실입니다. 저는 매 Night 근무 시마다 제발 불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이 나면 112명의 환자는 모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인력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일반인인 제 지인들은 “너희
병원만 그런 거 아니야? 설마 모든 요양병원이 그러겠어?”라고 묻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저희 병원의 인력은 현행 의료법83)에 의하면 적법한 수준
83)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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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심지어 야간 근무 시 간호사는 환자 80명당 1명이 필요하다는 규
정보다 매우 준수한 상황입니다.” (의료와사회 편집부, 2018: 37～38)

밤근무 시간대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면을 취하기 때문에 업무량과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주간과 저녁근무 때보다 인력이
적게 투입되고 있는데, 환자의 안전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지켜야 할 간호
사의 임무이고 밤근무 시 노동강도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간과
저녁근무보다 적은 인력이 투입될 이유가 없고, 전체적으로 인력을 증원
배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야간전담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에 관한 것이
다.84) 밤근무는 하루 24시간 운영될 수밖에 없는 병원 특성상 불가피한
근무형태인데, 이직률을 높이는 주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시간대이다. 이 때문에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에 대한 요구는
높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과 확대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최대 근무일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를 운영 중인 병
원들의 사례를 보면, 야간전담 간호사들의 근무일수는 한 달 15일가량인
데, 이를 10∼12일가량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 나이트 전담 간호사는 한 달에 15개 나이트 근무를
해요. 미친 거죠. 한두 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계속 합니까. 이걸
제도라고 만들어 놨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한 달 7개에서 10개가량의 나
이트 근무하고 한 달 치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육아
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인터뷰, 병원 노조 간

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
명을 추가한 인원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
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
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84) 이하의 내용은 이정희 외(2017: 104-105) 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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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85)
“현재 (우리 병원에) 4명의 야간전담 인력을 두고 있어요. 기존 근무자 중
희망자를 뽑아서 최장 2개월만 근무를 시켜요. 근무일수는 한 달에 15일,
월 70만 원이 추가 수당으로 붙습니다. 처음 제도가 도입되자 너도 나도
지원을 했는데, 두어 달 지나니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삶이 피폐해진다
는 걸 알게 된 거죠.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근무일수를 대폭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간호사)86)
월 단위 근무일수 제한과 함께 연속적인 야간전담 근무일수를 제한하
고, 연속적인 근무일수 뒤에는 최소한 그 일수 1배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
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병원의 야간전담인력은 일주일에 3일 일하고 4일 쉰다고 해요. 이렇
게 오래 쉬게 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3일 일하고 2일 쉬는 방
식이 일반적이에요. 잘못된 거죠. 왜냐면 야간근무는 보상을 수반하니까요.
보상을 휴일로 줄지, 돈으로 줄지…. 병원이 풀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예
요.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기 위해 간호사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 병원 콘셉트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곳’
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인터뷰, 병원 원장)87)
둘째, 야간전담으로 근무하는 기간의 제한도 필요하다고 본다.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야간전담 근무의 최장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뒤
에는 주간근무조에 편재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장기간 야간근무에 따른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물론 야간전담 근무 기간 중에도
당사자가 원하면 주간조로의 편재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정희 외, 2017: 105).
셋째, 밤근무 중 휴게시간, 수면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 등을 통
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상 측면에서는 현행 법정 기준인 통상급여의 150%보다 더 높
85) 이정희 외(2017: 104)에서 재인용.
86) 위와 같음.
87) 이정희 외(2017: 8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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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당의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돈으로 환산되지 않
는 노동자의 건강권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제57조)에 근
거하여 야간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상휴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다(이정희 외, 2017: 105).

제7절 소결 및 토론
1. 연구 내용 요약

이 장에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인 간호업종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실태를
살펴보고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을 현행 노동법과 단체협약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3교대 간호사들의 야간노동은 장시간 노동, 수면부족, 이와 직간
접적으로 연동된 피로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노동자들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간호사의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0.6시간이었는데,
주간근무자(9.7시간)와 저녁근무자(9.1시간)보다 야간근무자(13.1시간)의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병원 내 다른 직종과 견줄 때 간호사
가 수면부족에 노출된 비율이 높았다.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3교대 간호사 21.7%, 야간전담 간호사 29.6%로 조사되었다. 또한
야간노동이 불규칙한 교대스케줄과 연동되면서 사회생활(친구들과의 약
속 등), 보육, 학원 등 계획의 실천 등 개인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현행 노동법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시간 규정(22:00～익일 06:00)
만 있을 뿐 야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조치가 없다.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의규정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2의2)에서 특수건
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하나로 야간작업이 명시되어 있고, 이때 야간작
업의 시간의 길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이라
는 점, 총 노동시간에 대한 규율 없이 야간작업 길이에 대해서만 정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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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셋째,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들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법
규정의 미비함을 일정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속적인 야간노동의 제한(연속 3일 초과 금지 등),
단위 기간 내 야간노동 횟수 제한(월 7일 이내로 제한 등), 야간노동 중
휴식,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보장, 야간노동자 수당 지급, 적정 인력
배치 등에 대해 자율적인 노사 교섭 결과로 마련된 집단적인 규범을 형성
하고 있었다.

2. 정책 제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의료노조 각 병원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처럼 야간노
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보호방안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 조항들을 근로기
준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 살펴본 것처럼 현행 노동법에는 야간노동과 야
간노동자에 관한 조항이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상
의 3개 조항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
의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전부다. 따라서 이미 단체협약으로
정한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법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속적인 야간노동의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
에 대한 휴식 및 휴일의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 할 최소인원 및 적정
인력 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조건에 관한 집
단적 규범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
문에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사업장 수준에서 정한 노동조건에 관한
규범을 모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용범위를 전체 노동자에게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을 참고할 수 있다(표 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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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3.)’ 후속 조치
로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야간간호
수가 개선과 함께 야간간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2019년 10월 발표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야간근무 8시간
원칙, 야간전담간호사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로 제한, 야간근무 2일 연속
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
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
수건강검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노동법에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단위 단체
협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연속근무 제한, 휴식
보장, 업무량 조절, 근무선택권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호인
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야간노동 및 야간
노동자 보호 조항을 법으로 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표 5-11>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
항목

내용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원칙

월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야간업무량 조절

-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
예) 야간근무시간에 있던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절

교육 및 훈련

-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근무 외 행사 참여

-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건강권 보호

-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연 1회)
*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용

로테이션

-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 보장
-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자료 : 보건복지부(2019. 10), ｢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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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둘째, 근로기준법 등에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보호방안 조항을
마련할 때 하나의 장과 절로 야간노동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현행 노동법상의 야간노동 관련 조항은 그 자체로 너
무 빈약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나뉘어
져 있고, 근로기준법 내에서도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6조, 57조),
“제5장 여성과 소년”(제70조) 등으로 흩어져 있어 일반 노동자들이 찾아
보기도 힘들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 관련 별도의 장/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야간노동과 야간노동자의 정의, 야간노동
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원칙, 야간노동을 노동자에게 요청하는 절
차 및 거부권, 총 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 야간노동시간 규율, 야간노동
자 보호조치 등이 담겨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상의 야간노동 관련 조항88)도 신설될 야간노동 관련 절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시행규칙은 시행령보다도 아래에 있는 법규명령으로, 국
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 시행령과 달리 정부
부처 간 협의절차 없이 담당 부처장의 결재만으로 효력을 갖는다. 시행규
칙에서 정한 야간노동 관련 조항을 모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조항의 실질
적 효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노동법전에는 ‘야간노동’을 제목으로 하는 별도의 절
(Chapitre II : Travail de nuit)89)을 두었는데, 이 절은 강행규정에 관한 제
1관(Section 1 : Ordre public)과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2관(Section 2 : Champ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보충 규정을 담은
88)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하나인 야간작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
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
89) 제3편(Troisième partie: Durée du travail, salaire, intéressement, participation et
épargne salariale)
제1권(Livre Ier: Durée du travail, repos et congés)
제2장(Titre II: Durée du travail, répartition et aménagement des horaires)
제2절(Chapitre II: Travail de n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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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Section 3 : Dispositions supplétives)으로 구성된다. 모두 24개 조
항으로 이루어진 이 절에서는 “야간노동 요청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때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에 관한 강행규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
제활동 또는 공익적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90)에서부터 야간노동 정의, 야간노동 시행 절차, 야간노동에
대한 보상(임금 및 보상휴가), 야간노동자 정의, 야간노동자의 1일․1주
노동시간 제한, 야간노동 편성 시 산업의(産業醫) 자문, 야간노동자 정기
적 건강 검진, 야간노동과 일․생활 균형 보장, 단체협약에서 정할 수 있
는 야간노동 관련 항목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야간노동(산안보건법 시행규칙상의 용어는 ‘야간작업’)의 비율을
해당 기간의 총 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
상의 야간노동은 야간노동 그 자체의 비율만을 규정한 것이고, 야간노동
자의 총 노동시간 제한과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특정 주에 주간노동만
40시간 하는 경우와 야간노동을 포함해 총 40시간 일하는 경우 해당 노동
자의 몸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 내 총 노
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전제로 야간노동의 길이와 편성을 살펴야 할 것이
다. 야간노동은 노동관리 양식이 유지되고 굴러가는 전반적인 시스템과
맞물린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넷째, 야간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전반적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할 때 한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배가량 된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정원 충족률은 종합병원인 경우에도 63%에 불
과하다. 적어도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충족률을 100%로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추가적인 인력 확충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관심인 야간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
만 인력부족으로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에 관한 권리도 제대
로 누리지 못하는 전체 간호인력 보호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원의
100%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휴가․휴직으로 비는 인력을 감안
하면 최소한 정원의 120%는 확충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90) L3122-1.

제5장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3교대 간호사 사례 103

따라서 야간노동자 보호에 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간호 인력
확충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야간노동을 총 노동시간에 대한 규율과의
관계 속에서 제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전체 간호인력 규모의
확대를 전제로 야간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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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택배산업의 성장과 야간노동 : 야간 배송기사 사례

제1절 문제 제기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특히 개인들
의 온라인 상품구매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택배산업이 폭발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소매업의 근본적인 성격변화가 나타나는 상황
에서 택배산업, 특히 B2C(기업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 물량의 증가와
함께 배송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택배업체들은 물류 시스
템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여러 업체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 방식의 물
류 네트워크를 주축으로 증가하는 상품배송 물량에 대한 대량 배송체계
를 확립하게 되었다.91)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의 핵심적인 운영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 날 저녁 각 스포크에 집하한 배송상품들을 간선
차량을 통해서 주요 거점 허브로 집결하고 저녁～새벽 시간 동안 지역별
분류작업을 진행한 후 다시 간선차량을 통해 각 스포크로 보낸 후, 둘째
날 오전부터 각 스포크(지역별 대리점 등)에서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배송
구역 내 상품들을 분류하여 최종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

91) 택배산업에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방식의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검토는
<표 6-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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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2일(D+1) 배송’을 기준으로 배송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까지 한국의 택배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 기반한 익일 배송 시스템
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육류, 해산
물, 채소 등의 신선식품과 같이 익일 배송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온라인
쇼핑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들에 대한 전자상거래 및 배송 수요가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들 중
에서 신선식품을 주력으로 하는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는 자체적으로 별
도의 야간배송(1일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는 기존의 전문 택배업체들이 그동안 구축한 물류체계(허브 앤 스포크)의
안정성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야간배송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기
도 하다.
이처럼 아침 일찍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는 배
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켓컬리’로 알려진 (주)컬리는 야간배송을
위해서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와는 다른 자체적인 물류 설비와 배송차
량을 확보하고서 (수도권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상
품배송을 시작하였다.92) 서울과 경기지역에 한해서 전날 밤 11시까지 온
라인상에서(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 주문한 소비자의 문 앞까지 배송을 해 주는 ‘샛별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켓컬리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
작한 이후 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젊은 1～2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평일 저녁에 장
을 보러가는 문화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면서 기존 택배산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에게도 큰 층격을 주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마켓
컬리의 등장과 이후 유사한 야간배송 시장의 확산은 야간에 배송노동을
담당해야만 하는 노동자/개인사업자의 필연적인 증가로 이어져야만 가능

92) 나아가 마켓컬리는 지난 3년 동안의 야간배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7
일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르면 ‘프레시솔루션’이라는 자체 택배업체를 설립하고
정식 택배 운송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즉,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하여 이제는 택
배산업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실제 타 업체들의 신선식품 배송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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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후 야간배송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하자, 기존 택배업체들도 다
소 늦었지만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과는 별도의 야간배송을 위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택배) 배송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를 고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발 빠르게 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응으로 새롭게 야
간 시간대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의
편의 요구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이 결합하면서 야간 상품배송이 점차
확산되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물류창고 포장 담당자, 간선차량 운전
자, 배송기사들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밤부터 다
음 날 아침까지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경찰, 소방, 병원 입원실/응급실과
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신선식품을 야간에 배송하기
위해서 과대 포장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우
려들이 등장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야간배송에 대해서 노동문제로서
접근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최근 언론에서 야간배송에 대한 르포형
체험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배송기사들의 몸을 갈아 만든 서비스”93)
라는 비판적인 접근들도 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야간노동은 작업자
들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더욱이 교대근무조차 아닌 고정적인 야간노동은 해당 노동자들의 몸을
혹사시킬 수 있다. 실제로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에서는 야간노동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등급 유해요인’(Group
2A)으로 분류하고 있다. 야간노동이 어떠한 생물학적인 경로를 거쳐 유
방암 발생에 기여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생체시계 역할을 하는 멜라토닌이 사람의 면역 효과에도 작용하는 점에
주목하여, 야간노동이 밤 동안의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이에 따라
면역기능이 억제되어 암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에 주목하고 있
다.94) 따라서 다수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은 야간노동은 무조건 하지
93) 국민일보, 2019년 5월 27일자 기사, ｢
[르포] “이 새벽에 무슨 택배야?” 경비아저씨
가 외쳤다｣
.
94) 임형준(201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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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은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자체
에서는 최근 야간에 일을 하던 환경미화원들을 주간근무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에서는 야간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야간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
는 지켜야 할 원칙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야간노동에 대한 제도 수준 대응 방침>

○ 고정 야간노동은 피한다. (야간노동이 부득이할 경우 교대근무를 한다.)
○ 교대제를 할 때 야간노동은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2～4일 이내만 한다.)
○ 교대조가 바뀔 때,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노동
이 끝나고 주간노동으로 전환될 때는 24～48시간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말을 포함하여 교대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 한 달에 최소 두 번 이상
은 주말에 휴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활한 가족 및 사회생활을 위
해 주말 휴식은 필요하다.)
○ 장기간 야간노동 후에 장기간 휴식이 반복되는 일정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특수한 경우 10～15일간 야간노동 후 5～7일 정도의 장기
간 휴식을 주는 일정도 있으나, 장기간 휴식 이후 다시 장기간의 야간노
동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힘들며 건강에 좋지 않다.)
○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야간노동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12시간
2교대제는 8시간 3교대제보다 훨씬 적응하기가 힘들다.)
○ 교대제 야간노동은 주간노동에 비하여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고려한
다. (야간노동시간이 길수록 집중도가 떨어져서 피로도가 상승하며 산
업재해의 가능성이 커진다.)
○ 야간노동은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하는 것이 집중력 유지
에 좋다.
○ 야간노동에는 업무 조정을 하여 무리한 업무나 위험한 업무를 피한
다.95)

95) 임형준(2011: 4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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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야간배송을 하는 배송기사들은 야간노동을 하더라도 ‘차
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대제(shift) 야간노동이 아니라 고정(fix)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젊은 배송기사들이 주로 야간배송을 하면
서 당장 작업자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야
간배송 택배기사들의 건강악화로 인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해
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고정 야
간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기사들은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한 건강악화와
사회생활의 불편함 등을 개별적으로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96)
이와 같은 택배산업의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택배시장의 시장 확대와
맞물려서 야간배송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실에 주목하여, 제6장에서는 한국에서 야간노동을 하는 사례 중에서 택배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과정에서 등장한 야간배송을 담당하는 택배기사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야간 상품배송시장의 확대와 이로 인해 야간배
송기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어떻게 택배시장이 야간배
송으로까지 시장이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야간에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의 제반 근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문 택
배업체가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임금노동자로서 야간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택배기사들의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이들은 임금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어떻게 적
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를 위해서 우선 한국 택배산업의 특성 및 성장, 그리고
한국 택배산업의 최근의 변화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왜 전자상거
래의 확대 과정에서 야간배송의 등장, 어떻게 보면 최근의 야간노동 규제
에 역행하는 흐름들이 부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96) 국민일보, 2019년 5월 27일자 기사, ｢
[르포] “이 새벽에 무슨 택배야?” 경비아저씨
가 외쳤다｣
, 이 기사에 소개된 택배기사는 야간배송을 시작한 지 2개월 동안 낮
에 잠들면서 생체리듬이 엉망이 되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서 건강이 나빠져 피
로가 쌓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저녁 10시에는 출근해야 해서 친구들을 만
나기에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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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택배산업의 정의와 네트워크 조직으로서의 특징

1. 택배산업의 정의
오늘날 택배업체들은 단순 상품배송서비스를 기반으로 제3자 물류
(Third Party Logistics),97)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등으
로 택배산업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산업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박종식, 2017: 321). 특히 과거 택배산업과 도소매업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반면, 최근에는 이 경계가 점차 모호해져 가고 있어
서 앞으로 한동안 택배산업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택배산업과 택배기사를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에서 확인
해 보도록 하자. 우선 산업적인 접근에서 택배산업은 물류산업(logistics
industry)의 하위범주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개정된 10차 표준산업분
류에서는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의 하
위범주(소분류)에 ‘소화물 전문 운송업’이 있는데, 여기에 택배업이 포함
되어 있다.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서류, 소포 및 소화물을 수집, 운반, 배
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택배업(49401)은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으
로 소화물을 택배 서비스로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택배지역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여 육상․수상․항공 수송수
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택배기사를 직업으로 접근하면 7차 표준직업분류에서 9. 단순노
무 종사자 →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922. 배달원의 하위범주(세분류)
97) ‘제3자 물류’는 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
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하
는 것을 의미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 물류 회사가 제품의 생산공정에서부터
고객에 이르는 전 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어졌다. 제3자 물류는 계
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계약물류’라고도 한다(다음 백과사전. https://100.
daum.net/encyclopedia/view/188XX75601779; 박종식, 2017: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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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택배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화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며, 주요 업
무로는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제품을 출고 받아 운반용구에 적재하고,
배달 예정시간에 맞추어 고객에게 배달하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놓거
나 설치해 주는 직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의뢰인이 빠른 배달을 요청
한 문서, 소포 등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이 택배
원이다.
하지만 현재 택배산업은 한국에서 법적으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1991년 처음으로 택배산업이 법제화되고, 1992년에 택배업체들
이 등장해서 택배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97년
8월 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택배업종 자체가 법적으로
사라지면서 이후 택배산업은 관련법령이 없는 상태로 발전해 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택배’를 규정하고 있으
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업종 분류에서 ‘택배업’을 명확하게 구분하
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택배산업의 의미를 확
인해 보면,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에서 ‘택배’는 ‘소형․소
량의 운송물을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수탁하여 수하
인의 주택, 사무실 또는 기타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표준약관 개정안(제10026호, 2007년
12월 28일)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여기서 ‘택배’를 조금 이해하기 쉽
게 풀어서 설명하면 ‘개인 또는 기업 화물 송화인(보내는 사람)이 화주로
<표 6-1>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의 택배산업과 택배기사 분류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

택배산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49401

9
택배기사

택배업(door to door transport)
단순노무 종사자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22

배달원
9222

택배원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토대로 필자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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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포장 단위당 30㎏ 이하(가로+세로+높이의 합 160cm 이내, 최장변
100cm 이내)의 소형․소량 화물의 수송을 의뢰 받아 화물의 접수로부터
포장, 수송, 배달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수송서비스를 운송인의 일관책
임하에 문전 서비스(Door to Door Service)로 운송하는 수송체제’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종 분류에서 택배업은 ‘소형
차량이나 도보로 화물의 보관, 하역, 집화, 포장, 배송 등 일관 물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종식, 2017: 321).

2. 택배산업의 특성 : 배송 네트워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98)
택배산업의 산업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물류전공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택배산업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명복(2013)은 첫째, 배송시간과 운송책임의 명확성, 둘째, 다양
한 고객요구에 응하는 유연성, 셋째, 소형․소량화물을 위한 운송체제를
구비, 넷째, 수송서비스에 있어서 편리성, 다섯째, 네트워크에 기반한 장
치산업 등 크게 다섯 가지로 택배산업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다(박종식,
2017: 322).
그리고 택배산업의 유형은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화물처리 의뢰자와
최종전달 대상자를 구분해서 비투비(B2B), 비투씨(B2C), 씨투씨(C2C) 택
배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99) 택배 네트워크의 운영방식 특징에 따라서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 포인트 투 포인트(Point to Point)
시스템, 그리고 두 가지 시스템을 절충한 절충형 시스템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택배 네트워크 유형별 세 시스템의 특성은 <표 6-2>와 같이 정리
98) 택배산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박종식(2017)에서 정리한 택배산업의 특성을 축약해
서 정리한 것이다.
99) TV홈쇼핑, 인터넷 및 모바일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 중간
도소매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기업(Business)이 개인고객(Customer)에 상품을 직
접 발송하는 B2C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는 택배산업 성장의 저변이 되고 있
다. 개인이 다른 개인과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는 C2C 거래는 전통적으로 우체국
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한 우정사업의 영역인데, 기존 우편물량은 줄어들고 소포물
량만 증가하고 있다. B2B 거래는 기업 간 상품배송인데, 초기 택배업무가 산업화
되는 데 있어 기업 간 대량거래물량이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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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택배 네트워크 체계별 특징과 장단점
특징

장점

단점

- 적은 비용(단일 Hub)으로 많 - Hub가 Spokes의 수요를 감당하지
은 연결 구축 가능
못하면 비효율 발생
대형터미널(허 - 간선운행 설계 용이
- Hub 마비 시 전체 물류 마비
Hub & 브)에 집결 후 - 물류 이동이 단순하며 높은 - 인접 Spoke 간 연결망이 없어 운
Spoke 분류하여 배달 운송효율로 운송비 절감
행거리 비효율 발생
시스템 지 터미널로 운 - 분류작업비가 가장 적게 소 - 원거리 지역의 도달 늦음
송
요됨
- Hub 위치 선정 시 입지조건 제약
- 허브 단일 중계로 사고율이 이 큼(구인이 어려운 지역은 대규
낮음

모 Hub 운영난 발생 가능)

- 허브 과부하 시 물량 분산 - 많은 수의 간선 및 지선 필요
가능
- 간선 비효율성 및 분류작업비 증
Point to
각각의 터미널 - 거점 간 직접 간선운영 가 가
Point
간 직접발송
능
- 화물 취급단계 증가로 사고율 증
시스템
- 수도권 과밀 물량에 대한 가
부분 효율 높음
- 중복투자 우려 및 운영비용 과다
- 상대적으로 원거리 간선도
두 시스템의 장
절충형
착도 빠른 운영 가능
- 간선운행 설계 복잡
단점 모두 존
시스템
- 수도권 과밀 물량에 효율 - 노선 조정이 매우 어려움
재
높음
자료 : 강동수 외(2015: 14). (박종식, 2017: 323)에서 재인용.

할 수 있다(박종식, 2017: 322∼323).
한국의 택배업체들은 업체들의 주요 고객, 배송량, 배송지역 등의 특성
을 반영하여 업체의 특성과 설비투자 및 택배기사 인력확보 역량에 따라
서 각 회사 입장에서 최적의 택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량의 택배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대형 업체들은 대부분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채택하여 택배물량 접수에서 배송완료까지 D+1일 배송
체계를 확립하였다.100)

100)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선식품 배송은 기존 택배업체들의 D+1일(2일) 배송 완성
네트워크와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냉장냉동
배송 및 냉장 물류창고, 별도의 디지털 할당(DAS : digital assorting system) 및
포장(DPS : digital packing system)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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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택배산업의 성장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형태로 택배배송이 산업화
되기 이전에도 택배산업의 원형은 찾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오늘날과 같이 기업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을 하는 형태가 아니
라, 주로 기업들 간에 서류나 제품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대신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를 택배산업의 원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1990년대 중반 이후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이 발전하면서 기업체
와 개인 소비자 간의 배송수요가 급증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택배산업 성
장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101)
다음으로 2000년대 이후 한국 택배산업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자. 한국
의 택배산업은 택배물량과 매출액이 2001년에는 각각 약 2억 개, 6,466억
원이었으나(박종식, 2017: 324), 2018년에는 약 25억 4천만 개, 5조 6,673억
원으로 지난 18여 년 동안 택배물량은 약 12.7배, 매출액은 8.8배 성장하
였다.102) 또한 택배산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0년 이
전 38.0%, 2001～10년 19.1%, 2011～18년 8.4%를 기록하고 있다. 택배산
업의 성장률이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택배산업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성
장률이 낮아졌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 한국의 GDP 성장률이 3% 전후
인 것과 비교하면 택배산업은 여전히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 택배산업은 고도성장했지만 오히려 택배 개당 배송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가 2000년 조사한 택배 평균 배송
단가는 3,500원이었으나, 한두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낮아져 2018
년에는 2,229원까지 낮아졌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6년간 택배운임
평균 단가는 약 11.1% 하락했다. 이처럼 박스당 평균 배송단가가 낮아지
고 있는 이유는 ‘레드오션’인 택배산업에서 택배업체 간 과당경쟁이 심화
101) 2000년대 이전의 한국 초기 택배산업의 등장과 성장에 대해서는 박종식(2017:
331∼333)의 정리를 참조.
102) 택배물량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택배물량 증가율이
더 높은 원인은 택배배송 단가가 2001년보다 2018년에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1) 택배분류작업의 자동화 등으로 처리 물량 증가와
동시에 2) 택배기사들의 배송물량 증가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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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택배물량 및 택배산업 매출액 추이(2001～18년)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nlic.go.kr, 접속일 : 2019. 9. 21).

[그림 6-2] 택배 개당 평균 배송단가 추이(2012～18년)

자료 : 한국통합물류협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nlic.go.kr, 접속일 : 201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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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데서 찾을 수 있다. 택배서비스는 물건만 정상적으로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고객서비스 차별화가 쉽지 않다. 업체 간 배송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평균 택배운송단가 하락이 택배업체 이익률
저하와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에 따른 택배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는 점이다(박종식, 2017: 325∼326). 택배기사들이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과거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고, 그 결과 택배기사들은 장
시간노동에 노출된다. 아울러 택배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운송단가 하락은 특히 중소 택배업체들에게 ‘치
킨게임’과 같다(마진희 외, 2016). 5개 대형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운송망 확대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중소 택배업체
들은 몰락하거나 인수․합병돼 2020년에는 10개 이내로, 그 이후는 일본
의 경우처럼 2～3개 업체로 재편될 수도 있다(딜로이트 컨설팅, 2016).

제3절 최근 택배산업의 변화 양상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배송 체계를 확립
해 가는 택배산업은 당분간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한편으로는 택배배송에서 변화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과거에는 도
소매유통업이든 전자상거래업체든 자신들은 상품 판매에만 주력하고, 배
송은 전문택배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택
배배송을 위탁하지 않고 물류시스템을 확보하고서 직접 배송에 나서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물류배송 체계와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자산이 될 것이라는 판
단하에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으로는 기존의 택배업체들이나 소비자들이 택배배송으로 상품을 수령하
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고 생각한 냉동냉장식품(소위 신선식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배송요구가 증가하면서 신선식품 배송이라는 새
로운 택배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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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택배산업 변화의 흐름을 고용과 일자리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야
간배송, 즉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절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 택배산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택배산업의 변화 1 : 전자상거래와 택배배송의 융합
오늘날의 택배산업은 독자적인 산업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기존 도소매유통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
다. 즉, 상거래유통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택배업체나 제3
자 물류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흐름이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
로 성장한 아마존(amazon.com)은 이미 운송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세계 최대의 상품거래 업체이자 동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물류회사라고
도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포털 전자상거래업체로는 쿠팡(coupang)이 대
표적이며, 신선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마켓컬리(market kurly) 또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물류와 전자상거래의 융합
에 가장 적극적인 쿠팡의 성장 사례를 통해 전자상거래와 택배배송의 융
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에서 처음에는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업체로 시작한 쿠팡
은 2010년 8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업 초기에는 딜(deal) 기반 비즈니스
로 운영하다가 2014년에 온라인 유통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쿠팡은 2015
년에는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아시아 이-커머스(e-commerce)
기업 중 최단기간에 이룬 성과라고 한다. 2017년에는 매출 2조 6,813억 원
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40% 성장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매출이 무려 4
조 4,147억 원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
거래 업체이다. 쿠팡의 이와 같은 기록적인 성장세에 대해 일찍부터 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었다. 2018년 11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
에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6월 소프트뱅크 그룹
으로부터 10억 달러를 투자 받은 뒤 이뤄진 추가 투자이며, 이외에도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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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쿠팡의 연도별 매출액 및 영업적자 추이(2015～18년)

자료 : 쿠팡 자체 사업보고서(www.coupang.com, 접속일 : 2019. 6. 21).

팡은 블랙록 및 세쿼이아 캐피털 등의 해외 자본으로부터도 상당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쿠팡은 매년 가파른 매출신장에 비례하여 동시
에 엄청난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영업적자는 5,470억 원이었
고, 2017년에는 6,228억 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이 급증한
2018년에는 영업적자도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1조 1,07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쿠팡이 이처럼 매출액 증가에 비례해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
로 쿠팡의 독자적인 배송망 구축과 검색시스템, 결제시스템 등에 엄청난
시설투자 비용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일반적으로 지적하고 있
다. 쿠팡은 ‘로켓배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체 물류센터 및 차량 운
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는 로켓배송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만 직접 배송을 하고
있고 사이트 입점업체의 제품은 전문 택배업체에 의뢰하기도 하고 있으
나, 점차 ‘쿠팡 플렉스’103)라는 위탁 배송기사들이 처리하는 비중이 커지
103) ‘쿠팡 플렉스’는 처음에는 자기 차량으로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에 쿠팡 상품을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점차 쿠팡 플렉스이면서 전문
택배업체의 택배기사처럼 전업으로 쿠팡 플렉스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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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2020년까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 전 제
품에 대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기존 택배업체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택배시장의 질서를 교란시
키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
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로켓배송은 소비자의 만족을 충
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쿠
팡의 이러한 움직임은 유통과 물류를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택배시
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기존 택배업체와 직접 배송
을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간 택배시장을 둘러싼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
다. 쿠팡의 이와 같은 직접 배송 전략의 영향으로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의 대형 유통업체들뿐 아니라 동원 등의 기존 식품업체들도 자체적인 상
품배송 네트워크 구축에 뛰어들고 있다.

2. 택배시장의 변화 2 : 신선식품 야간배송
오늘날 인터넷쇼핑의 활성화와 함께 택배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또한 2000년대 이후 체계화된 ‘허브 앤 스포크
(Hub & Spoke)’ 시스템 방식의 물류 네트워크가 대세로 자리매김했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의 기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날 저녁 각 스포크
(서브터미널)에 집하한 택배물류를 주요 거점 허브로 집결하고 저녁에서
새벽 사이 각 스포크로 다시 보낸다. 둘째 날 택배기사가 오전부터 택배
물량을 분류해 고객에게 최종 배송하는, 소위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즉, ‘2일 배송(D+1)’을 기반으로 배송 네트워크 시
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한국의 택배산업은 이를 토대로 고속 성장하면서
매년 증가하는 택배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 기반한 2일 배송(D+1) 시
스템에 불만족하는, 보다 더 빨리 주문한 제품을 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들

이 늘어나고 있다. 쿠팡 플렉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추가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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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2일 배송 네트
워크로는 신선식품들은 신선도 문제로 사실상 배송이 불가능하다. 그런
데 정육, 생선류, 채소류 등의 신선식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배송을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즉, 기존 2일 배송 시스템
으로는 사실상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택배수요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택배업체들은, 밤에 주문받고 다음 날 아침에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배송 체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경험을 축적하여
안정적으로 구축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하였다. 특히 야간배송은 별도의 물류창고와 차량(소위 ‘콜드체인(coldchain)’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선식품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의 새
벽배송 요청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신선식품 전자상거래(e-commerce) 업
체들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새벽배송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후 새벽배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기존 택배업계에서
도 새벽배송에 대한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이
외에 새벽배송을 위한 별도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뒤늦게 새벽배송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100억 원대에 불과했던 새벽 배송
[그림 6-4] 새벽배송 시장의 추정 규모
(단위 : 억 원)

새벽배송시장

자료 : 농촌진흥청(2018), ｢빅데이터로 추적한 농산물 소비․구매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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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2018년 4,000억 원으로 급성장하였다(농촌진흥청, 2018).
이처럼 신선식품의 온라인 판매-유통-배송으로 가장 부상하고 있는 마
켓컬리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2014년 12월에 ‘더파머스’라는 명
칭으로 식자재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한 마켓컬리는 2015년
매출액 29억 원에서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여, 2018년에는 매출액 1,571억
원으로 4년 만에 무려 50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매출액 성장으로
마켓컬리의 야간 배송건수(소위 ‘샛별배송’)은 2015년 88,705건에서 지난
2018년에는 3,761,582건으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엄청난 성장
세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마찬가지로) 마켓컬리도 2015년 이후 매년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영업적자는 53억 원이었는데, 영업 손실액
이 매년 크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336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
다. 회사 차원에서 배송망을 계속 확대하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프로
모션 등으로 영업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
지만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배송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이 증가하면서 향
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그림 6-5] 마켓컬리의 매출액 및 영업손실
(단위 : 억 원)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fss.or.kr, 접속일 : 2019. 9. 19)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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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의 신선식품 야간배송 시장 진출의 성공 이후 헬로네이처 등의
신선식품 유통업체가 추가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쿠팡과 같은 기존 전자
상거래 업체도 진출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GS리테일 등의 기존 오프라
인 슈퍼마켓 중심의 업체들도 속속 신선식품의 야간배송 시장에 진출하
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될 뿐 아니라 오히
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업체들도 야간배송 및
온라인 배송에 직접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켓컬리뿐 아니라 이마트는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마켓컬리도 갖추지
못한 자체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고는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104) 아울러 이마트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속속 자체
야간 신선식품 배송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야간배송 시장은
<표 6-3> 주요 유통사들의 야간배송 현황
배송
상품수(개)

주문
마감시간

마켓컬리

7,000

오후 11시

서울, 인천, 경기

쿠팡

2,600

밤 12시

서울, 인천, 경기, 대구,
월 2,900원
대전, 울산, 부산, 세종 등 유료회원(로켓와우)

27,000

밤 12시

서울 강남 일부, 용산,
인천 등

3,000원(4만 원↑)

헬로네이처

3,000

밤 12시

서울, 인천, 경기 일부

2,500원(4만 원↑)

롯데슈퍼

5,000

오후 10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등

2,500원(4만 원↑)

GS리테일

5,000

오후 11시

서울, 경기 일부(분당,
일산, 부천)

3,000원(3만 원↑)

오후 1시

서울, 경기 일부(분당,
일산, 부천)

2,900원(4.5만 원↑)

업체

이마트

더반찬

500

배송 가능지역

배송비(무료조건)
3,000원(4만 원↑)

자료 : 한국경제, 2019년 3월 24일자, ｢밤에 고른 메뉴가 아침 식탁에… 아마존도 두
손 든 ‘새벽배송’ 1兆로 쑥쑥｣.

104)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쿠팡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마켓
컬리는 수도권에 한정해서 약 600여 대의 차량으로 야간배송을 하고 있는데, 마
켓컬리 또한 매년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에 한정된 마켓컬리는 영업적자가 쿠팡보다는 작고, 또한 매출액이 증가
하면서 영업적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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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대되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물류창고 포장 담당자, 간선차량
운전자, 야간 택배기사 등 야간에 노동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야간배송의 증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기업들의
이윤 추구만을 탓하기는 어렵다. 점차 소비자들은 아침에 바로 요리할 식
자재들을 배송받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의 이른 배달 요구에 기업들이 부응하고 있는 측면도 크기 때문이다. 결
과적으로 야간노동을 하는 배송기사의 증가는 소비자와 유통업체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105)으로
무료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야간배송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택배기사들의 고용관계 변화와
야간배송기사들의 근무 특성

1.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택배배송 : 직고용의 부분적인 등장
다음으로 택배산업 종사자들의 고용관계를 살펴보면 초기 협동조합 형
태로 택배산업이 영위되던 시절 고용관계는 부재 상태였다 1990년대 이
후 한 때는 택배업체들이 택배기사들을 주로 임금노동자로 직고용을 했
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아웃소싱 확산 경향과 택배산
업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택배기사들의 고용지위는 개인사업자로 대부분
전환되었다.106)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 유통업체들이 직접 택배배송을 전담하면서 택
105) 배송기사들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다.
106) 택배산업의 고용관계가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에 대한 산업특성을 고려한 설명으로는 박종식(2017: 351∼
35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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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방식의 일방적인 고용관계에서 다소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가장 먼저 직접 배송에 뛰어든 쿠
팡의 경우에는 최근 직접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개인사업자인
‘쿠팡 플렉서’라는 세 가지 유형의 고용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쿠
팡의 비정규직은 쿠팡맨으로 2년을 경과하고 일정한 평가기준을 충족시
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에서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 쿠팡 플렉서는 자기 차량을 보유하고서 택배배송 건
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이다. 마켓컬리나 이마트처럼 신선식품 배
송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물류 설비와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도 지입차주를 활용한 개인사업자와 직접고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마켓컬리나 이마트 택배기사의 중심은 개인사업자들이고, 직
접고용 택배기사들은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들의 휴일이나 휴가 등에 대비
한 보조 인력의 성격이 강한 편이라고 한다. 마켓컬리의 경우에는 2019년
상반기 현재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배송 기사 600여 명 중에서 510명
정도가 개인사업자인 지입(持入) 차주이고, 나머지 90여 명은 마켓컬리에
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다.107) 개인사업주와 직접 고용한 직원들 간의 업
무 분장은 지입 차주들이 1차로 권역을 맡아서 배달을 하고, 이들이 쉬는
날이나 공백이 생긴 배송지들을 마켓컬리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 채
우는 형식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경우, 전문 택배업체들과 달리 다수는 아니지만
임금노동자로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택배기사들의 노동시장에서 부분적인 변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2. 전자상거래 업체 배송기사(노동자)들의 고용특성 및 현황
이 소절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근무한, 또
는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배송기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107) 조선일보, 2019년 4월 27일자 기사, ｢
신선식품 배송, 새벽 1시 출발… 도로는 뻥
뚫렸는데 1층 현관 못 들어가 발 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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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 배송기사, 특히 야간배송 기사들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몇 가지 문
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쿠팡맨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쿠팡맨들이 설립
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인터뷰한 배송기사가 알고 있는 배송기사들을 소개받으면서 마
켓컬리 배송기사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만 전자상거래 업
체들의 인사노무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가. 쿠팡 배송기사의 고용관계 현황과 특성
쿠팡(coupang)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유통업(전자상거래)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쿠팡은 기존의 전자상거래 업체들과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택배업체에 상품배송을 위탁하
지 않고 쿠팡에서 직접 배송 사원을 고용해서 물류설비와 택배망을 구축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즉, 초기 쿠팡이 내세웠던 경쟁업체와 차별화
된 쿠팡만의 ‘감성배송’은 차별점이 없는 위탁 택배를 통해서는 실현 불
가능했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고 쿠팡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이러한 명분으로 ‘쿠팡맨’은 등장하였고, 한국에서는 드
물게 전자상거래 업체가 배송을 직접 하고, 임금노동자로 배송기사를 직
접 고용하는 사례가 한국의 택배기사 노동시장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15년 11월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7년까지 쿠팡
맨 1만 5,000명을 채용하여 차별화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
다. 하지만 쿠팡맨은 2015년 약 3,500명에서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전국
약 4,600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쿠팡의 성장과 배송물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감안했을 때 1,000여 명 정도의 쿠팡맨 충원은 기존 쿠팡맨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근무여건의 악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늘어난
배송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쿠팡맨 이외의 다른 유형의 노동력을
활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쿠팡에서 거래되는 급증한 상품들
을 쿠팡맨들이 모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용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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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들은 임금노동자로서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에서 제공
한 1톤 화물트럭으로 배송작업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드는 제반 비용
도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임금은 월별로 고정된 기본급을
바탕으로 성과 인센티브와 안전 수당(Safety Reward)을 변동급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서 레벨이 올라가는, 즉 승진
하는 방식의 내부노동시장의 체계도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쿠팡맨들의 처우를 적절하게 인상해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쿠
팡맨들의 노동강도는 점차 강화되어도 배송을 담당할 쿠팡맨들을 적절하
게 충원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력확
보 어려움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 기반의 노동력 활용 전략의
일환으로 2018년 8월, 쿠팡은 정규 직원인 ‘쿠팡맨’들이 담당하는 소위
‘로켓배송’ 서비스 외에 일반인들이 자신의 차를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coupang flex)’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쿠팡
플렉스’를 통해서 일을 하는 이들을 ‘쿠팡 플렉서’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쿠팡맨들과 달리 자신의 개인차량(승용차와 영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
차)을 활용하여 배송하고, 고정급이 아니라 배송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배송 수수료 또한 쿠팡 플렉서의 숫자와 배송물량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
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108) 임금노동자라면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 위탁계약이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소위 ‘긱 이코노
미(Gig economy)’ 형태로 매일매일 일이 가능한 쿠팡 플렉서들이 모여서
쿠팡에서 요구하는 배송물량들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쿠팡 플렉스’는 회
사에서 야간 택배배송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쿠팡맨들이 야간배송으로
의 전환을 기피하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성격이 강하다(야간배
송 쿠팡맨의 인터뷰). 처음에는 쿠팡맨의 보조 성격으로 쿠팡 플렉스를
108) 쿠팡 플렉스의 배송 단가는 매 시간 본사에서 해당 지역의 배송물량과 해당 지
역에서 활동을 하는 쿠팡 플렉서의 수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배송물량이 늘어나면 쿠팡 플렉서의 배송단가가 올라가다가, 쿠팡 플렉서의 활
동이 늘어나면(이는 쿠팡 플렉서용 배송 앱을 켜두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배송
단가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시장의 수요-공급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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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는데, 쿠팡맨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점
차 쿠팡 플렉서들이 처리하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쿠팡맨들보다 A지역에서 활동하는 쿠팡 플렉서의 수
가 거의 두 배입니다. 그러다보니 쿠팡 플렉서들이 처리하는 물량이 더 많
구요. 특히 야간배송은 쿠팡맨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주간배송보다 (쿠팡)
플랙서(가 배송하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회사에서는 전국 배송 시스템과 물류창고와 시설들을 구비하여 2019년
현재 전국 50여 캠프(camp, 일종의 거점)를 통해서 쿠팡맨들과 쿠팡 플렉
서들에게 배송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쿠팡맨들 모집이 원활하
지 못하자 (쿠팡) 플렉스 전용 캠프도 등장하고 있으며, 쿠팡맨과 쿠팡 플
렉서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배송량은 제3자물류(3PL)를 활용하고 있다.
2019년 쿠팡의 배송기사 현황은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정규직/비정규
직 쿠팡맨과 쿠팡 플렉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활용하는 ‘쿠팡 플렉서’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쿠팡 플렉서의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건당 배송수수료만 받아가는 개인사업자들인데, 사실상 회사에서 일일
단기 알바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
로서 계약을 하고 있기에 쿠팡 플렉서들의 안전이나 사고에 대해서 그 어
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1) 야간배송 쿠팡맨들의 근무조건
먼저 쿠팡맨들의 기본적인 고용관계와 근무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야간배송 쿠팡맨과 주간배송 쿠팡맨의 근무조건
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야간배송 쿠팡맨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쿠팡은 배송기사들과 처음에는 항상 비정규직으로 근무계약을 체
결하고서 배송지역(소위 캠프)을 배정하고 업무를 맡긴다. 그리고 이후
중간에 일정한 평가를 거쳐서 현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정규직(계약직) 최대 활용기간인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그렇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차이는 없으며, 일정 기간을 근무하면 평가를 통해서 직급이 승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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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이에 따른 임금차이가 다소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입 비정규
직 쿠팡맨은 2년 차 신입 정규직 쿠팡맨과 40만～50만 원 정도 임금차이
가 존재한다.
다만 비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2019년 5월부터는 1
년마다 비정규직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근무기간 2년이 되면 정규직 전
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정규직 전환 심사는 근태관리, 사고 정도, 배송역
량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2년을 근무하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
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즉, ‘정규직 전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예
를 들면 오배송이 3회이면 재계약하지 않는다 등), 정규직 전환 시기가
되었을 때 전환 대상자가 많으면 정규직 전환자 수가 줄어드는 등의 탄력
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서 쿠팡맨들의 불안과 불만이 있다고 한다(노조 조
합원 인터뷰). 반면 회사에서는 계약직(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사유는 음
주운전, 안전미준수 사고, 무단결근 등 중대한 문제점에 한하며, 자발적
퇴사를 제외한 정규직 심사 대상자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90% 이상이
라고 설명하면서 쿠팡맨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임을 강조하고 있다(쿠팡
뉴스룸, 2019. 6. 28. 설명자료). 현재 마켓컬리에서 야간배송을 하는 인터
뷰 대상자 중에는 과거 비정규직 쿠팡맨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명확
한 기준을 알지 못한 채 계약이 해지된 이후 한동안 그 지역에서 쿠팡 플
렉서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쿠팡에서 (비정규직으로) 1년 6개월을 근무한 후에 계약해지를 당했습니
다. (Q : 배송실수나 그런 게 많았습니까?) 아뇨. 계약해지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짤릴 때(계약해지 당할 때) 비정규직들이 좀 많이 그
만뒀습니다. 이후에 제 개인 차로 쿠팡 플렉서로 (같은 지역에서) 배송 일
을 하다가 마켓컬리로 이직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쿠팡맨들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일수는
2017년 이전에는 주 6일제와 주 5일제가 공존하였으나 주 52시간 노동시
간 상한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일괄 주 5
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휴무일과 주휴일은 캠프별 일정에 따라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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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쿠팡맨이 조정을 하고 있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시업 및 종
업시간은 캠프 사정에 따라서 조정 가능한데, 쿠팡은 현재 근로시간/휴게
시간과 임금은 야간배송 담당인 wave1과 주간배송 담당인 wave2로 구
분해서 관리하고 있다. 야간배송인 wave1의 근무시간은 22시～08시(휴게
1시간 포함. 1일 1시간 연장근무 및 7시간 야간근로)이며, 주간배송인
wave2의 근무시간은 10시～21시(휴게 1시간 포함. 1일 2시간 연장근무)
이다. 다만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또한 캠프의 위치 등에 따라서 다소 유
동적일 수가 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인데 wave1은
02시～03시, wave2는 12시～13시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기본급에 고정형 연장근로수당과 고정형 야간근로수당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관련 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2019
년 3월 기준으로 야간배송을 하는 정규직 wave1의 임금은 세금 및 4대보
험 공제 전에 약 390만 원이며, 주간배송 정규직 wave2의 임금은 약 340
만 원이다.
그런데 쿠팡맨들의 임금수준은 주간을 기준으로 같은 지역의 기존 대
형 택배회사 소속의 택배기사들이 월별로 비용을 공제하고서 받는 수당
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어서 쿠팡맨들의 이직이 잦은 편이라고 한다(쿠팡
맨 인터뷰). 반면 회사에서는 쿠팡이 일하기 힘든 곳이라는 쿠팡지부(노
조)의 주장과는 달리 쿠팡맨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4
대 보험과 연 평균 4,1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는 물론, 주 5일 근무, 주 52
<표 6-4> 야간배송 및 주간배송 쿠팡맨 정규직의 월 임금 구성

야간배송
(wave1)
주간배송
(wave2)

기본급

고정형
연장근로수당

고정형
야간근로수당

월급여액

2,494,624원

544,580원

907,633원

3,946,837원

월 209시간분

주 7시간분

주 35시간분

2,494,624원

933,565원

(해당사항 없음)

월 209시간분

주 12시간분

3,428,189원

주 : 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 야간배송은 1일 평균 1시간 연장근로 및 7시간의 야
간근로. 주간배송은 1일 평균 2시간 연장근로로 계산.
자료 : 쿠팡의 2019년 임금내역서.

제6장 택배산업의 성장과 야간노동: 야간 배송기사 사례 129

시간 근무 및 다양한 복지혜택(가족까지 커버되는 실손보험, 회사 휴양지
이용 등)까지 제공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좋은 직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 설명한다. 특히 타 택배 기사들과는 달리 차량, 유니폼 및 배송용품 등
을 회사가 구입해 제공하며 관련 비용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쿠팡 뉴스룸, 2019. 6. 28 설명자료.). 쿠팡맨들의 임금수준과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쿠팡맨들과 회사의 의견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휴 및 연차휴가 등은 ‘배송직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었다. 이번 사례조사를 위해서 인터뷰한 쿠팡맨들은 주 5일
근무와 주휴 및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전
문 택배업체의 개인사업자 택배기사들보다 거의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쿠팡맨의 경우에는 주휴
및 연차휴가, 나아가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
다는 점이 쿠팡맨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쿠팡맨들은 배송과정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로 인한 분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내
용의 ‘급여공제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
펴보면 업무상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쿠팡맨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쿠팡맨들에게 다소 불리하게 보였다.
<표 6-5> 쿠팡의 급여공제 동의서 내용
본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여 배송직원 급여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아래 각 항목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단,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과태료는 공제하지 않는다.)
- 본인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소요된 비용. (단, 사고 유형에 따라 사
고처리에 소요된 비용보다 감액하여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료 : 쿠팡의 급여공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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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쿠팡 야간배송기사들의 문제점
쿠팡이 야간 신선식품 배송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최근의 쿠팡맨 채용
에서는 야간배송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고 채용을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쿠팡맨들 중에서도 야간배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야간배송으로 전환하
는 경우도 있다. 야간배송은 9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밤 10시～다음 날 오
전 8시까지 근무하고 낮 배송과 마찬가지로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고 있
다. 야간배송 물량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지방은 야간배송 물량이 적은 편이어서 그나마 노동강도
가 다소 낮은 편이다. 지방의 경우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간배송은
130건 정도이지만 야간배송은 80～90건 정도로(지방 쿠팡맨 인터뷰) 아
직까지 지방에서는 야간배송에 대한 수요가 그리 큰 편은 아니었지만, 조
만간 지역에서도 야간배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간배송이 노동시간이 짧고 임금은 더 많이 받는다는 장점에
도 불구하고 야간배송 쿠팡맨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간배
송의 경우 임금이 더 높지만 계속 신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보통 6개
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캠프에서 야간 전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강제로 야간으로 전환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쿠팡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었다.
설령 야간배송을 하더라도 야간노동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야간
배송 쿠팡맨들의 이직이 잦으면서, 인터뷰에 응한 지방 근무 쿠팡맨은
“지역에서 쿠팡은 택배기사 사관학교”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쿠팡맨
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정보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기존 택배회사의 해당 지역에 빈자리가 생기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간배송의 경우에는 주간배송보다 임금이 약 50
만 원 높지만, 야간근무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50만 원의 추가
임금으로는 충분하게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야간배송 근무의 어려움에 대해서 쿠팡맨들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침 8시에 퇴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서는
새벽에 휴식시간을 주고서 한 시간 쉬라고 하지만 배송물량을 처리하려면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어두운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사고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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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습니다. 교통사고든 안전사고든 (주간배송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야간
근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후레쉬
하나여서 핸드폰 후레쉬를 밝히고서 일하다가 사소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의 문제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 모임 등을 일절 할 수가 없구요. 이러다보니 기존
쿠팡맨들이 야간배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니까 신입 쿠팡맨들을 야간배송에
투입하고, 신입들이 늦게 물량을 처리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물량이 늘어
나고….”

즉, 야간 배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야간에만 계속 일을 하면
서 낮에 잠드는 게 힘들어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생체리듬이 엉
망이 되고, 식사시간도 불규칙해지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저녁 약속도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친구와의 만남은 낮에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커서 사회생활을 사
실상 포기해야만 했다.
쿠팡에서는 주간배송과 야간배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 쿠팡맨들의 경
우에는 주간배송 전담, 야간배송 전담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주간배
송만 하는 쿠팡맨들의 경우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정상근
무 형태로 일을 하고 있기에 근무 형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나 사회생활
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야간배송 쿠팡맨들의 기준에서
보면 교대제 근무도 아니고 야간에만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노동의
유형 중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연속적인 야
간노동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연속적인 야간근무로 인
한 신체적인 피로도가 빠르게 쌓이는 상황에서 쿠팡맨들은 주 5일 근무
를 하면서 이틀 휴무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주 2일의 휴무는 하루는 본인, 하루는 회사에서 지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 휴무일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Q : 휴무는 2일 연속으
로 쉬세요?) 일이 힘들어서인지 붙여서 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회사에
서 이번 달은 월요일에 쉬라고 하면 개인 휴무를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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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이처럼 야간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들은 야간근무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특히 고정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도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에 정규직 쿠팡맨들은 야간근무를 특히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야간배송을 6개월 동안 한 쿠팡맨들은 주간배송으로 근무형태
변경을 신청하여 주간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6개
월 야간배송 후 주간배송 전환이라는 조건은 회사에서도 야간배송의 어
려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알바 형식으로 일을 하는 쿠팡 플렉서들의 경우 비임금노동
자로 일을 하면서 별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에
서 야간 신선식품 배송은 거의 100% 플렉스가 전담하고 있는데, 밤 12시
까지 주문받은 상품을 아침 7시까지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쿠팡 주간배송 비정규직과 야간배송 쿠팡 플렉서를 모두 경험한 배송기
사 인터뷰). 보통 신선식품을 포장해서 실은 간선차량은 야간 2시 정도
캠프에 도착하고 이를 플렉서들이 분류작업을 해서 배송을 나간다고 한
다. 다만 플렉서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야간배송 쿠팡맨들이 나갔다
가 야간 2시쯤 다시 캠프로 들어와서 야간 신선식품 배송을 하게 하기도
한다. 즉, 야간 배송에 쿠팡 플렉서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간 쿠팡
맨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플렉서들의 문제는 배송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
차보험 미적용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데, 플렉서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그리고 이
를 보험사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보험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현재 플렉서들의 사고 및 안전에 대해
서 쿠팡 사측에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플렉서는 대부분 주부
들이나 노인들이 짬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물론 쿠팡 플렉
서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 주
부나 노인들의 경우 단기근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야간 배송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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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플렉서가 외제차와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서 수천만 원
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한다. 개인 차량을 이용해
서 약간의 과외수입을 벌어보자고 쿠팡 플렉서로 일하다가 예상치 못하
게 막대한 빚을 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나. 마켓컬리 야간배송 계약직 기사들의 근무현황과 특성
마켓컬리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선식품 배송을 하고 있
는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물류단지를 거점으로 약 600여 명의 배송기
사들을 통해서 밤 11시까지 주문받은 상품들을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
다. 마켓컬리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만 직접 배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로서는 유일한 송파복합물류단지에 사실상 모든 직원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이 함께 야간에 출근해서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500명은 영업용 소형트럭을 확보한 개인사
업자들109)이며, 100여 명은 마켓컬리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임금노
동자이다. 다만 임금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쿠팡과 마찬가지로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있다.110)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를 작성한 계약직 마켓컬리 임금노동자인 배송기사들의 근무현황을 살펴
보도록 하자.
1) 고용계약관계 특성
마켓컬리 배송기사들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은 22시～
07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준수하고 있
어서 쿠팡맨들보다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근무일은 공
109) 그런데 마켓컬리에서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들도 사실상 주 5일 근무 월급제로 근
무하고 있다고 한다. 월 280만～290만 원 정도의 월정액으로 배송비를 받고, 별
도의 다른 지원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주간에 개인지
입차로 다른 배송/배달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110) 2년 이상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데, 인터뷰한 마켓컬리 계약직 배송기사의 말로는 같은 지역 내에서 아직까
지 정규직 마켓컬리 배송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대부분 1년 미만이고 일
부 1년 이상 근무자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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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는 수～일요일 주 5일 근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켓컬리가 휴일
없이 매일매일 배송을 하고 있기에 실제로 배송기사들의 근무일은 요일
을 조정해서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있다고 한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주휴일은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 5일 개근한
노동자들에게는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었다.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규정대로 지급한다고 하여 최대한 근로기준에 관한 실정법들을 준수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마켓컬리에서는 배송기사들을 ‘운송직’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관리를 하
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수준은 주 5일 -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임금
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다. 2019년의 계약직 운송직 노동자들의 임금수
준은 야간근무를 7시간으로 상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근무시간 중에서 1시간은 휴식시간이라는 이유로 야간수당 지급에
서 제외), 야간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세금과 4대 보험 공제 전에 월 250
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송직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기본
급인 1,745,150원은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9시간 근무를 월급으
로 환산했을 때의 최저임금이다. 여기에 식대 10만 원과 법적으로 지급해
야만 하는 야간근로수당 7시간분을 지급하고 있었다.111)
마켓컬리 운송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
로 법적 최저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서 지급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마켓컬리
의 운송직 노동자들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제 월 수령액은
220만 원 수준으로 야간배송 비정규직 쿠팡맨보다 40만～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wave1(야간배송) 쿠팡맨들보다는 하루 1시간 적
게 근무하기 때문에 임금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현재 야간배송을 하는
비정규직 쿠팡맨이든 마켓컬리 야간배송 기사든 모두 처음에 거의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급+야간수당 이외에 별도로 업무실적에 따라서 변동급 성
격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고정)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었다. 성과급은 3개
111) 야간근로수당을 7시간분만 지급하는 것은 중간에 1시간 휴식시간이 새벽시간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8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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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마켓컬리 물류센터 배송직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현황
기본급

중식대

야간근로수당

월급여액

1,745,150

100,000

670,523

2,515,673

주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기본급+중식대)/209시간)*151.9(야간근로시간=7시간/
일*5일/주*4.34주/월))*0.5
자료 : 마켓컬리 2019년 급여계약서.

월 단위로 배송실적(배송물량 및 오배송 여부)을 평가해서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성과급의 특성상 조별로 상대평가해서
지급하고 있었다. 상여금은 분기별로 20만 컬리 포인트(마켓컬리에서 상
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1포인트는 1원)를 지급하고, 배송기사의 생
일에 20만 컬리 포인트를 지급하여 총 10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명절에 별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적격
성 평가를 실시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며, 수습기간에 부적
당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 전반적인 근무 여건
기존 택배업체 택배기사들은 택배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특정동의 대리
점에 택배기사로 취업해서 담당자로 가는 방식인 데 반해서, 임금노동자
인 마켓컬리의 운송직 기사들은 회사원이기에 회사에서 배송을 하라고
물건을 주는 지역이 어디든지 배송을 가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켓컬리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배송기사들에게는 배송구
역을 정해주는 반면, 개인사업자들이 쉬거나 공백이 발생한 지역들의 배
송을 위해서 일정 규모의 임금노동자 식의 배송기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는 강북지역 배송을 담당하지만, 강남이나
심지어 분당, 용인으로 배송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개인사업자 배송
기사들은 구역이 정해져 있기에 이와 같은 일은 없다). 다만 익숙하지 않
은 지역에 야간에 배송을 하러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배송이나 사고
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터뷰한 마켓컬리의 배송기사는 쿠팡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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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배송해야 하는 편이며, 밤에 일하는 것에 비
해서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컬리의 장점으로는 실제 배송
을 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30～40가구(물건으로는
70～100개 정도) 정도 배송을 하는데 배송지역이 상대적으로 넓다보니
쿠팡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며,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배송하는 경
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
지만,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편이며, 만약 일이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같
은 조에서 배송이 늦은 배송기사 ‘지원’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지원
을 가는 경우에는 별도로 15,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었다.
마켓컬리에서는 배송기사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승진체계 등은 없었으며 차량과 유류비 지원이 있
고 회사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다. 관리직들이 배송지역을 담당하면서
배송기사들의 출퇴근관리 및 오배송 처리를 주로 하고 있었다.
쿠팡에 비하면 마켓컬리 운송직 배송기사들의 배송량은 적은 편인 대
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단순히 배송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쿠팡에서 배송할 때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은 마켓컬리가 (쿠팡보다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실제 배송하는 시
간도 짧은 편이구요. 대신 월급이 적어서 그렇지….”

다만 마켓컬리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최근에는 하루 평균 배송지
가 5～10군데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서 점차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개발한 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품
의 배송순서를 배송기사들이 정할 수 있다는 점을 타 회사와는 다른 장점
으로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아울러 야간배송기사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퇴근한 후 7시 지나서 집에
도착해서는 8시 정도에 취침하고 3～4시까지 수면을 취했다. 그리고 오후
에 잠시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거나 볼 일을 처리하고는 저녁 9시 정도에
출근준비 해서 10시까지 송파 물류단지로 출근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건
강상의 불편함은 없었으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특히 저녁시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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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워서 연애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야간배송의 장점에 대해서는
야간에 배송하는 것이 길이 안 막히고 사람들이 자는 시간이라 문 앞에
두고 오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어두운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오배송 가능성이 낮보다는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켓컬리 운송직 노동자들의 노무관리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
면, 운송직 기사들의 오배송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거의 100%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오배송의 경우에도 쿠팡보
다 상대적으로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마켓컬리는 “오배송은 무조건 직원
책임이다.”는 인식으로 사람(배송기사)을 쉽게 해고하는 편이라고 한다.
마켓컬리에서 함께 일을 하던 배송기사가 다친 적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병가처리를 안 해주려는 분위기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병가처리를 받
았고 복직은 했으나, 관리자들의 압력으로 주변에서 곧 해고될 거라는 얘
기들이 돌고 있었다.

제5절 결론을 대신하여

오늘날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와 함께 택배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서, 2000년대 이후 체계화되면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택배산업
은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 방식의 물류 네트워크가 대세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은 첫째 날 저녁 각 스포
크에 집하한 택배물류를 주요 거점 허브로 집결하고 저녁～새벽 시간 동
안 다시 각 스포크로 보내고 둘째 날 택배기사가 분류하여 최종 배송하는
것을 원칙, 즉 ‘2일 배송(D+1)’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의 택배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택배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성장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 기반한 2일 배송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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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신선식품과 같이 2일 배송 시스템
으로는 사실상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배송수요가 점차 증
가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택배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던 (신선식품)
전자상거래(e-commerce) 업체들 중에서 일부는 기존 택배업체들이 야간
배송을 거부하자 자체 야간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 야간배송을 위한 물류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이후 기존 택배업
계에서도 야간배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
이외에 야간배송을 위한 별도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야간배송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편의 요구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이 결합하면서
야간배송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물류창고 포장
담당자, 간선차량 운전자, 야간택배 기사 등 야간에 일을 하는 취업자(노
동자 포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간선차량 운전자와 야간배
송 기사들의 근무환경(working conditions)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제6장에서는 물류 및 택배산업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
장하고 있는 야간 상품배송을 하는 배송기사들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했
다. 최근 대표적 전자상거래 업체이면서 직접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는 쿠팡과 마켓컬리 두 업체의 직접고용 배송기사들의 전반적인 근무조
건과 야간노동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쿠팡의 야간배송 기사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야간배송 전담기
사들은 밤 10시부터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
데, 10시간을 근무하는 같은 회사의 주간 배송기사보다 처리물량이 상대
적으로 적지만 수입은 조금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배송
기사들이 고정 야간근무를 기피하여 회사에서는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
지 못했다. 그 결과 ‘쿠팡플렉서’라는 별도의 플랫폼 기반 긱(gig) 고용 형
태의 개인사업자들도 야간배송업무에 함께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선식품 전문업체로서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한 마켓
컬리의 야간배송 기사들은 밤 10시부터 8시간(휴식 1시간 포함)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켓컬리의 야간배송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마켓컬리의 상품을 야간에 배송하는 종사자들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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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마켓컬리의 전체 배송기사는 2019년 상반기 기준
으로 600여 명인데, 이 중 90여 명 정도만 직접고용 노동자이고, 나머지
500여 명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켓컬리의
배송기사들은 배송업무도 하지만 회사의 물류센터 내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실제 야간의 배송시간은 쿠팡의 배송기사들보
다는 짧은 편이었다.
두 회사는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야간에 배송하는 인력활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반
으로 설계하여 거의 비슷하였다.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의 공제 전에 마켓
컬리에서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약 2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는 최저임금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야간근무수당에 별도의 식대를 추
가한 수준이었다. 쿠팡의 야간근무 신입 비정규직들은 9시간 근무 기준으
로 세전 약 340만 원인데, 마켓컬리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이는 근무시
간이 하루 1시간 길기 때문이다.
심야시간에 택배 상품을 고객의 집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할 때의 장점
으로는 교통체증이 없고, 고객과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감정노동의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고객에게 제대로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는 오
배송의 위험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배송기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로 인한 신체리듬의 파괴로 건강악화의 위험에 직
면하게 되고, 밤 10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실제로는 8시 이후로는 사
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 즉, 신체적인 건강과 사회적인 건강
모두가 나빠질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야간노동을 교대제(shift) 방식이 아니라 고정(fix)으로 근무하
는 것은 건강에 가장 나쁘고 피해야만 하는 근무 방식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야간배송을 1년 이상 하는 근무자가 별로 없다고 한다.
야간노동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근무자들이 중도에 일을 그만두기에 기
업들 입장에서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으
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전형적인 ‘건강한 노동자 효과
(healthy workers’ effect)’의 사례로서 건강이 나빠진 노동자들은 야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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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야간노동으로 악화
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
또한 두 회사 모두 전자상거래 업체로서 아직까지 신규사업자이고, 독
자 배송망 구축과 사업 안착을 위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 여전히 적
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최저임금 수
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야간에 배송기사들에게 배송업무를 맡기면
서, 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
지 않는 현재의 노동력 활용방식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배송기사들은 야간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는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과연 얼마나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인지하고서
위험에 노출된 채로 근무하고 있는지를 작업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한 채 업체들이 정해준 (낮 근무 기준 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
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야간노동은 기업과 시장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자신의 위험요인을 감안한 임금
을 알지 못하는 점을 기업이 이용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에 이들이 직면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손실은 이들 개인
과 우리 사회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노동(child labor)을 강제로 금지하는 이유는 정당한 임금이 아닌 노
동의 가격을 지불하고 근시안적으로는 당장 조금의 돈을 벌더라도 장기
적으로 해당 사회 차원에서는 미래의 자원을 갉아먹는 해악이기 때문이
라는 점과 흡사하다. 오늘날 야간노동의 문제들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 상
황에서 야간노동을 이처럼 최저임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소비자의 요구이고 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
는 점에서 무조건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양쪽의 편익/이익을 위해서 야간에만
전담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야간노동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Group 2A)’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야간노동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 요인’으로 규정

제6장 택배산업의 성장과 야간노동: 야간 배송기사 사례 141

하고, 야간노동을 담당하는 작업자(노동자로 한정해서는 제한적이다)에
게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한 물질안전보
건자료(MSDS)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야간노동 자체가 화
학물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굳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아침 시간에 받아보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를 위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인력들을 활용하
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지, 나아가 만약 야간노동이 불가피해서 해야 한다
면 이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고
민이 필요할 것이다. 낮 시간 동안 거리청소와 쓰레기 수거 작업이 시민
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을 주간
근무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야간에 해
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
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배배송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소비자-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야간노동을 하는 배송기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
는 상황이다. 소비자-사업주의 이익 추구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만,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악화시
키고,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서는 야간배송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야 말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
들이 있어 왔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추구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의 사회적인 책임
(consumers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소비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이
윤추구와 소비자의 편익추구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
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과대 포장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
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소비자와 기업 모두 사회
적인 주체로서 소비자들의 요구와 권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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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벽배송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이 글은 1차 자료와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의 택배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과정과 이로 인한 야간배송 택배기사들의 등장과정을 살펴보았
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례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여서 야간노동에 내
포된 다양한 사회적인 함의를 충분히 끌어내고 있지는 못한 점이 이 글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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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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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들어가며

환경미화원 업무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주택가에서 배출되는112) 생활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재활용쓰레기․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해당 지자
체 도로를 청소하는 일이다.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직종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노동자 비율이 남성노동자보다 높은 편인데,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
원의 경우는 대부분 남성이다. 거리청소 업무는 주로 심야시간대에 이뤄
지고, 참여관찰 결과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서 여성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업무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비핵심업무에 대한 외주화 경향이 나
타나는데,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거의 동일한 거리청소 환경미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로 환경미화 필요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내 몇 개 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환경미화원은 전국적으로 4만 3,390명(2018년 5월 기준)으로 이
중 직영이 1만 8,992명, 민간위탁이 2만 4,398명으로 직영보다 민간위탁

112) 아파트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자체 환경미화
원들의 담당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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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표-1> 2018년 5월 환경미화원 인원 현황
(단위 : 명)
청소작업 유형

총원

직영․공영화

민간위탁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집․운반

13,099

4,018(30.7%)

9,081(69.3%)

가로 청소

13,377

10,748(80.3%)

2,629(19.7%)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7,405

1,474(19.9%)

5,931(80.1%)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9,509

2,752(28.9%)

6,757(71.1%)

43,390

18,992(43.8%)

24,398(56.2%)

합계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2019년 3월 6일자),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작업안전 지
침 마련｣.

미화원 수가 조금 더 많다. 다만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직영 비율
이 매우 높고, 가로청소를 제외한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는
민간위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시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경
우, 얼마 전까지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다가 최근에는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환
경미화원의 경우 해당 업체 소속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채 일을 하고 있
다. 형식적으로 소속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각 지자체
가 사실상 동일하고, 인력구성과 근무형태도 거의 같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 청소과가 무기계약직이나 민간위탁업체 소속 미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도 같다. 기본적으로 지자체 관할 환경미화업무는 흔히 ‘지역’이라
고 부르는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가로청소․기동대113)․
빨리처리반․집하장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노동자에게 해당 업무가 부여
된다. 한편 한국의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새벽시간대에 근무했는데, 최근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추세다. 정부도 주간작업으로
113) 기동대와 빨리처리반은 지역 내 청소․쓰레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
해 주는 팀을 지칭한다. 기동대나 빨리처리반은 같은 소속이지만 휴게실이 따로
있는데, 기동대는 이면도로를 주로 요일별로 정해놓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빨리
처리반에서 감당 못 할 정도로 민원이 많으면 함께 투입된다. 민간위탁업체의
경우 기동대 형식의 민원처리반만 존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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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14)
[보론]에서는 그동안 새벽시간대에 작업해 온 환경미화원들의 전반적
인 근무환경과 조건, 건강상의 문제, 주간작업 전환 사례를 간략하게 살
펴보고자 한다.115)

제2절 일반적인 근무조건

지자체 환경미화 업무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만 쉬고
있다.116) 근무 시작시간은 업체마다 다르고, 미화원이 맡은 지역이나 역
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재활용) 업무는
주로 새벽시간에 이뤄지지만, 이번 면접조사 결과 새벽 1시에 업무를 시
작해 오전 10시에 종료하는 지역과 밤 10시에 업무를 시작해서 오전 7시
에 종료하는 지역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실제 작업 시작시
간은 훨씬 빨랐다.
“새벽 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9시간 근무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는 처리를 못 하니까 더 일찍 근무를 시작합니다. 구청에서는 (겉으로는)
10시까지 하라고 하는데, 출근시간대에 겹쳐버리면 차량 이동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요. 못 맞추면 일을 제대로 끝낼 수
가 없고요. 그러다보니 밤 9시나 10시쯤 미리 나와서 해버리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또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는) 차가 막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114) 환경부 보도자료(2019년 3월 6일자), ｢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작업안전 지침
마련｣
.
115) 환경미화원의 심야노동 사례는 2018년 여름 지자체 소속 직영 환경미화원과 민
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면접과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
로, 안전보건공단(2018), 근골격계질환의 특수건강진단 적용 연구(I): 청소, 요
식업 에 일부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
116) 대부분 지역에서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 중 직영으
로 운영하는 곳은 격주 5일제를 시행한다. 하지만 주 6일 근무를 하더라도 토요
일 오후～일요일 오후 사이에 쓰레기 수거 민원이 상당수 제기됨에 따라 현재
인원과 근무방식으로 주 5일 근무제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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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죠.”

근무 시작시간 관련 취업규칙을 보면 새벽 1시 근무시작은 지자체 직
영이고, 밤 10시 근무시작은 민간위탁이다. 생활폐기물 청소 노동자들은
실제 저녁 8～10시 사이에 근무를 시작하는데, 직영의 취업규칙상 근무시
간과 실제 근무시간 차이가 더 큰 이유는 심야근무수당을 적게 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심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
대가 밤 10시～오전 6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 1시로 근무 시작시간
을 정해두면 밤 10시～새벽 1시에 해당하는 3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117)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은 물론이고 심야근무에 대한 정당
한 수당도 보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일찍 나와서 일하는 거 구청에서도 알아요. 그런데도 1시부터 하
래요. 그렇게 안 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
런데 또 교육할 때는 1시부터 하라고 매일 그래요.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
정시에 출근해 정시에 퇴근하면 일을 다 쳐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암암리에 지금처럼 하라고 뒤에서 은근히 독려를 하죠. 쓰레기차도 필요하
면 (밤 10시부터) 갖다 쓰라고 하고.”

가로청소 업무의 경우에는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3시에 공식업
무가 끝난다. 지자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건물청소와 비교
했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로청소보다는 지역(생활쓰레기) 노동강도가
특히 높았다.
(생활쓰레기 환경미화원) “바빠요. 많이 바빠요. 왜냐하면 가로(청소) 노
동강도보다 저희 (생활쓰레기) 노동강도가 2～3배 셀 거예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맞아요. 가로가 훨씬 세요”

업무 도중 쉬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지역(생활쓰레기)의 경우 심야에 1
시간, 새벽에 작업을 시작하는 가로청소의 경우 오전 아침식사 1시간 30
분, 점심식사 1시간 30분 등 총 3시간이 부여된다. 휴식시간을 제외한 공
117) 민간위탁업체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편법까지 동원해 예산을 절감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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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근무시간은 모두 8시간이다.
휴식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작업
하는 생활쓰레기의 경우 실제로는 중간에 공식적으로 1시간 휴식을 취하
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인들이 출근하기 전 업
무를 끝내기 위해 중간에 쉬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
다 보니 생활쓰레기 업무 담당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50분 일한 뒤 매우
힘든 상태로 5∼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중간
에 식사시간 1시간이 보장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식사를 하는 시간
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밥을 안 먹고 일하는 거죠. 식사시간이 중간에 정해져 있는데, 늦게 하면
차도 막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 막히면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빨리
끝내고 먹는 게 편하죠.”

노동자들이 중간에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담당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데 마땅히 쉴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회사에
서 제공한 휴게실까지 가려면 20～30분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
다. 휴게실 이용을 포기하고, 차라리 일을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쉬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실외에서 돌아다니며 작업하는 경우 적절한 휴식
시간․휴게공간 보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118)
가로청소의 경우 중간 휴식시간이 1시간 30분씩 두 번 있는데, 노동자
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오래 근무지에 묶어두기 위한 조치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정해진
도로를 새벽부터 하루 세 차례 반복해 청소한다.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시 출근-2시간 30분 작업-1시간 30분 휴식-2시간 30분 작업
-1시간 30분 휴식-2시간 작업-3시 퇴근’ 순이다. 예를 들어 중간 휴식시
간이 30분씩 2회 제공되면 가로청소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오후 1시에 끝
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도로의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
이라고 판단한 해당 구청은 중간 휴식시간을 늘려서 가급적 늦게까지 가
로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18) 직영인 경우 휴식공간인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곳에 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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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관련, 지자체 직접고용이 민간위탁 용역업체 간접고용보다
상대적으로 낫지만 반드시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용역업체보다는 나은데요. 무기계약서에 보면 독소조항이 있어요. ‘어디
(특정 도로나 건물이) 없어지면 해고할 수 있다.’ 하여튼 100% 고용보장
은 아닙니다.”

공무직 노동자 채용․배치권한이 전적으로 담당 청소과 공무원들에게
있다. 공무원들의 권한에 따라 업무배치 등이 크게 좌우된다.

제3절 업무특성 및 안전보건관리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은 보통 조를 짜서 진행하는데, 넓고 힘든 구역에
는 5인 1조로 편성되지만 인력이 부족해 3인 1조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가로청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3인 1조로 작업을 한다.
특이한 점은 미화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운전직 공무원
1인이 청소차량을 운전하고 3명의 공무직 환경미화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청소작업을 진행하는 반면, 민간위탁업체에서는 청소차 운전도 민간위탁
업체 소속 노동자가 담당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출퇴근 관리는 비공식
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장이 와서 보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작업이 어디까지 됐다’ 그러면
작업시간 계산이 대충 나오잖아요. 자기도 거기서 일을 해봤으니까.”
“반장들이 저를 만나려면 ‘지금 시간 몇 시니까 얘가 어디쯤 있겠구나’ 하고
오면 딱 만나요. 저희가 일찍 나왔는지 늦게 나왔는지 대번에 알 수 있죠.”

미화원은 출근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른 데 반해, 일찍 퇴근하는 것이 가
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은 오전 10시에 정
식 퇴근이지만, 해당 노동자들은 이른 출근으로 인해 오전 7시쯤 업무를
마치더라도 만약에 있을지 모를 민원에 대비해 오전 8시까지는 대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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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사를 한 뒤 오전 9시쯤 퇴근한다. 반면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지역
에서는 이른 출근으로 새벽 4∼5시쯤 작업이 끝나면 곧장 퇴근한다.
건물청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환경미화원들도 출퇴근 시간에 대해 상
대적으로 자율성이 있고, 통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4대보험 가입이나 심야근무수당․토요일 특근수당 지급, 연차휴가 부
여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는 대체로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다. 환
경미화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며, 서울의 경우 직영이 민간
위탁보다 관련 수당 등이 다소 많은 편이다. 노동자 연봉은 대체로 세전
4,000만∼5,500만 원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 6일 심
야노동이 이뤄지는 등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연봉이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심야근무 환경미화 노동자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고 수당 비중이 매우 높다. 이를 정상적인 임금구
조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왜곡된 임금체계는 야간근무의 주간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저는 기본급이 (2018년 기준) 17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수당이에요.
그런데 만약 야간수당 없어지고 뭐 없어지면….”

앞서 언급했듯이 법으로 규정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
자체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별도 휴가인원을 산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휴가자가 발생하면 대체인원 없이 남은 인원들이 휴가자 몫까지 일을 해
야만 한다. 노동강도와 신체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저희 4명이 재활용팀에 있잖아요. 이 중 1명이 휴가를 가면 그 자리
를 원래 대직자(대체노동자)가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타를 안 보
내 주고 3명이서 일하라는 거예요. 휴가를 일주일 간다고 하면 일주일 동
안 하라는 거죠. 사실 자기 구역도 하기 힘든데, 거기다 일을 더 하라고 하
면, 솔직히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힘들게 거품 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왜 제대로 못 하냐고 해요. 이런 식이니까 허리도
어깨도 더 아픈 거죠.”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휴가자에게는 심야근무수당을 제외한 일당

150

서비스업 야간노동: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만 지급된다. 이 경우 지자체나 민간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심야근무수당
을 절약하고, 기존 환경미화 업무를 남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록 지자체나 민간위탁업체 입장
에서는 이익이 되고 노동자는 골병이 드는 상황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연
차휴가를 사용하기보다 연차수당 지급받기를 더 선호하게 되고, 이는 장
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즉, 적정인원 미확보가 근골
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피로누적을 야기하는 것이다.
가로청소의 경우 인도와 차도를 오가면서 작업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새벽시간대에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의 경우에는 야간작
업을 하면서 손이나 발을 베이거나 찔리는 일이 빈번하였다.
“가로차가 차도를 청소한다고 하지만 군데군데 빼먹는 데가 많잖아요. 불
법주차를 해놨다든지,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따라
가면 되는데 그냥 비켜 가버려요. 그걸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
는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결국 사람이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돼
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많이 베어요. 다리도 베이고, 솔직히 밤에 어둡잖아요.”

따라서 가로청소든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이든 야간작업 대신 신체리듬
에 적합한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노동자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환경미화원 임금에서 연장근무수당이 차
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간근무 전환과 함께 일정 수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야간에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인
데도, 작업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는 직영이든 위탁이든 모두 어
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약에 산재처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많아지는지, 왜 산재
를 방지하지 않는지 감사를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
서는 안 좋잖아요. 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네, 어쨌네 까다로워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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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자꾸 ‘공상으로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교육공
간이 협소하고, 넓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법적으로 정해진 분기별 1시간보다 느슨하게 반기별 1
시간 정도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저희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가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보니까 한 번씩 교육한다고 모이기가 힘들어요. 밤새 일했
는데 ‘안전교육하게 모이세요’ 하면 아무래도 반발이 있죠. 원래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간소화해서 어떤 지역에서 일부만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휴게실 같은 데서 하기도 해요.”

안전보건교육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은 대부분 외부 대행기관 전문강사가 진
행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교육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안전교육 때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여건에 맞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사분들이 오셔서
스트레칭 동작 같은 걸 알려주시죠.”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주로 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유해요
인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청 직영이나 민간위탁업체 모두 환
경미화 담당 노동자 수가 50인을 넘었는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사업장 안전관리나 노동자 건강관리를 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
들었다.

제4절 높은 노동강도와 야간노동의 문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은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종량제봉투나 재활용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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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기가 주택가나 공장의 길바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끊임없
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쓰레기룰 구분한다. 이 과정에서 허리와
손목․어깨 피로도가 높아진다. 쓰레기 구분작업이 끝나면 노동자들은
종류별․구역별로 모아둔 쓰레기를 2.5톤 청소차량 위로 1.5～3미터 정도
던져 올려야 한다. 쓰레기를 한 방향으로 반복해서 던져 올리는 매우 강
도 높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8시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진다.119)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 미화원의 경우 야간에 어두운 상태로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중에 2.5톤 트럭 뒤에 매달려 작업을 한다. 이로 인해 사고
와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힘
을 쓰다 보니 허리와 어깨 피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담당 구역이 넓
은 상황에서 시간 내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면서 쓰
레기들을 수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동시간에도 노동자들의 몸은 계속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팔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다. 노동자들은 허리를 구부려 재활용 분
리작업을 하는 것보다 한밤중에 움직이는 차에 매달려 가는 것이 더 힘들
다고 증언한다.
“뒤에 매달리는데 발판을 달아주면 차라리 안전해요. 원래 행안부에서 불
법이라고 못 달게 하는데, 대부분 달고 다녀요. 불법인 걸 아는데 그렇게
안 하면 시간 안에 일을 못 하니까요.”
“제가 손이 많이 벗겨졌는데요. 차에 오래 매달려서 그래요. 내 몸무게를
버텨야 하니까. 그러다보니까 어깨․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가요. 근골격계
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매달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허리 힘이 많이 필요하고 떨어지면 큰일 나
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차라리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노동자들이 편하게 올라설
수 있도록 정식으로 발판을 달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현
재는 청소차량에 발판을 설치하고 사람이 차량에 매달리는 것은 불법인

119) 특히, 야간에 어두운 상태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유리병․통조림
캔 등에 찔리거나 베이는 일이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일상적이었다.

[보론] 환경미화원 야간근무 문제점과 주간 전환 사례 153

데, 오히려 발판 장착을 합법화해서 좀 덜 피곤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차라리 차에 발판을 달도록 해주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매달리는 거 이
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인데, 차라리 편하게 위에 올라서서 가는 게 낫죠.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매달리는 거보다는 발판을 밟는 게 훨씬 나아요.”

반면 가로청소 작업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노
동자들은 허리를 굽힌 구부정한 상태로 한 방향을 향해서 2∼3시간에 걸
쳐 쓸기 작업을 지속한다. 따라서 근골격계 주요 부위에 무리가 가고 있
으며, 이로 인해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어정쩡하잖아요. 항상 몸을 약간 숙인 상태로 2～3시간을 다녀야 하니까.
계속 바닥을 쓸면서 그 동작이 반복되니까 팔꿈치나 어깨․손목․허리가
아프죠.”

현재 지자체 환경미화업무는 사람의 노동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장비활용은 분리해서 모아둔 쓰레기들을 옮기는 데 리어카를 사용
하는 정도다.
현재는 가로청소를 하고 있다는 면접대상자는 원래 재활용쓰레기 분리
수거 작업을 하다가 3년 전 허리수술을 받은 뒤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은 가로작업으로 담당업무를 바꾼 경우다. 다만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
고, 병가로 처리한 뒤 수술 후 4개월을 쉬었다.
“허리 양쪽에 핀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역에서 무리하면 허리가 아파서 일
을 못 해요. 그래서 가로 쪽으로 옮긴 거고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바른 자세로
작업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외에 특별한 노력은 못 하고 있다. 그는 환
경미화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줄이려면 인체공학적으로 장비
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규정대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하
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도 피력했다.
“재활용 쓰레기를 빼는데 손으로 빼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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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개선이 이뤄져 재활용 배출방법대로 배출하면 노동강도가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또는 집하장을 만들어서 집하장에 배출하면 재활용 업
무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않고.”

앞서 언급한 실외작업자 적정 휴게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내 주민복지센터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작업 도
중 힘들 때 쉴 뿐만 아니라, 탈의공간이나 샤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민복지센터에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실제 환경미화 노
동자들은 샤워나 휴식은 고사하고 야외에서 작업하다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사용하기 힘든 현실이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외에서 노
동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
자는 의견은 새겨들을 만하다.
“컨테이너 휴게실은 여름에 덥죠, 겨울에 춥죠, 솔직히 차가 와서 들이받
아도 할 말이 없어요. 복지센터에 휴게실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구청장 의지에 달린 문제죠.”

현재 인원으로는 작업 중 근골격계 부담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근
골격계질환 리스크를 낮추려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적정 인원이
충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한 대체인력 배치도 필요
하다.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면 좋
은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휴가자가 나오거나 다쳐서 출근 못 하면 옆의
동료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일을 다
니긴 해야겠고,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징계를 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제5절 주간작업으로 전환하는 환경미화원 사례

그동안 한국에서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새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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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근무를 해 왔다. 새벽시간 작업은 차량이나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업무효율이 높고, 거리청소의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점에서 장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낮 시간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 동안 거리를 청소하고 생활쓰레기들을 수거하면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새벽에 환경미화
업무를 진행한 측면도 있다.120) 그 결과 환경미화원들은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는 대신 근무를 하면서 졸음과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2016년 환경미화
원들의 재해율(1.35%)이 제조업 노동자들의 재해율(0.62%)보다 높았다.
최근 3년 동안(2015～17년) 환경미화원 산재사고 재해자는 총 1,822명
이었고, 연도별 평균 약 600명의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산업재해 피해를
입고 있었다. 재해자 중 직영보다는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재해자 수
가 다소 많았다. 그리고 재해자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18명이 업무 중 발
생한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데, 다만 사망자 수는 매년 2명씩 감소하고 있
다. 그런데 사고 사망자 18명 중에서 무려 16명이 위탁업체 소속이어서,
사고 사망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시간을 새벽에서 주간으로 전환하였다. 즉, 반드시 심야시간에 일을
<보론 표-2> 2015～17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피해자 수
(단위 : 명)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전체

직영

위탁

전체

직영

위탁

1,822

824

998

18

2

16

2017

584

238

346

4

4

2016

641

293

348

6

6

2015

597

293

304

8

계

2

6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1일자, ｢환경미화원 고용업체 산재예방 기
획감독 실시｣.

120) 반면 새벽 및 밤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청소작업을 할 때 소음이 발생한다
는 이유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청소작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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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표-3> 주간작업으로 전환한 지자체별 주간작업 시간대 예시
지자체명

기존

개선

정선군

05:00∼14:00

09:00∼18:00

의왕시

02:00∼10:00

06:00∼15:00

정읍시

02:00∼07:00

05:00∼11:00

자료 :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6일자,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작업안전 지
침 마련｣.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점진적으로 주간작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의왕시가 2011년 선도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
으로 했는데, 주간근무로 전환한 이후 의왕시 환경미화원들의 산재사고
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강원도 정선군, 전북 정읍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시간을 주간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주간에 작업하는 시간대는 도로사정 등을 고려
하고 노사교섭과 시민의견 청취를 통해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민들 우선의 근무환경에서 환경미화원 우
선의 작업환경으로 전반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간근
무 원칙을 확대(2018년 38% → 2019년 50%)하고,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
계부처 합동, 2018년 8월 8일자, ｢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

제6절 소결 : 필수적이지 않은 야간노동 금지

이러한 점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는 굳이 밤-새벽시간에 하지 않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주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한국에서 공공 도로청소나 쓰레기수거와 같은 환경미화 업무는 시
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밤-새벽 시간에 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은 직접 일을 해야 하는 환경미화
원들의 관점은 반영되지 않은 채, 공공의 서비스를 소비하고 누리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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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점을 주로 반영하여 근무환경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미화 업무를 반드시 새벽 시간 동안,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굳이 새벽시간에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야간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해서 시민
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환경미화원들 중에는 주간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야간
근무수당 감소 →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부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환경미화원 업무를 새벽시간에 하면서 한번 관행화된 야
간노동 고착화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건강에 야간노동
이 나쁘다고 아무리 알리더라도 기존 심야노동이 채용, 임금, 고용형태
등과 연계되어 일종의 ‘체계’가 형성된다면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야간노동은 경찰, 소방, 간호 등과 같이 반드시 필
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사전에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
동자들이 건강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새벽에 일을 해야 하
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는 처음부터 야간노동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야간노동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부담하도록 하여 야간노동을 가급적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시민들의 불편함보다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하면서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변경하기 위한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및 시민들의 청소행정에 대
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주간근무 확대와 위탁 환경
미화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현실화가 연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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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우리는 노동시간 문제 중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직접적인 관심사로 다
뤄지지 못했던 ‘야간노동’을 화두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야간노동 확산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 둘째, 야간노동
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어 있고,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몸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공공서비스형 야간
노동과 이윤추구 극대화형 야간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야간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넷째, 이러한 노동시간의 분업구
조를 좀 더 정의롭고 인간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아래 제1절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실태조
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제2절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네 번째 질문인 인간중심의 분업구조를 형성해 내기 위한 정책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야간노동 및 야간노동자 실태
먼저 근로환경조사(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와 한국노동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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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를 이용하여 밤 근무 실태가 어떠한지 밤 근무를
하는 취업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첫째, 근로환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차에 걸친 조사(2011년, 2014년, 2017년)에서
저녁(18～22시)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밤(22～05시)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취업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 양상은 임금노동자와 자
영업자 모두 비슷하였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여
전히 저녁이나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2017년 현재 밤에 2
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임금노동자는 9.7%로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약
1명이 밤 근무자였으며, 자영업자는 11.4%가 밤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하
고 있었다.
주당 근무일수는, 밤 근무를 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에 주 5일 근무가
지켜지고 있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의 주당
근무일수가 6일이었다. 하지만 주당 근무시간은 주당 근무일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밤 근무자가 주간 근무자보다 긴 주당 근무시간을 보였다.
임금노동자의 경우에는 밤 근무자가 50.3시간이나 되었으며, 밤 근무를
하는 자영업자는 평균 57.9시간이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
는지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밤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보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

2.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 3교대 간호사 사례
공공서비스 영역인 간호업종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실태를 살펴보고 야
간노동자 보호 방안을 현행 노동법과 단체협약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
았다.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간호사의 하루 노동시간은 평균 10.6시간이었는데, 주간근무자
(9.7시간)와 저녁근무자(9.1시간)보다 야간근무자(13.1시간)의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야간근무자의 긴 노동시간은 3교대 근무편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야간조 노동시간을 8.5시간에서 10
시간까지 상대적으로 길게 편성하고 있었다. 또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
는 연장근로도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3교대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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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하루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30분 이내가 21.2%, 1시간 이내가
63.2%였다. 1시간 이상이라는 답변이 36.8%를 차지한 가운데, 2시간 이상
이라는 답변도 9.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교대 간호사의 경우, 일부만 보상받거나(45.5%), 보상받지 못하는(46.1%)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는데, 이는 야
간근무조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게 편성되어 있음에도 한 근무조의 인원
이 주간조와 같거나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야간노동은 장시간 노동, 수면부족,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된 피
로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노동자들의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병원 내 다른 직종과 견줄 때 간호사가 수면부족에 노출된 비율이
높았다. 하루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은 3교대 간호사 21.7%,
야간전담 간호사 29.6%로 조사되었다. 또한 야간노동이 불규칙한 교대스
케줄과 연동되면서 사회생활과 교우관계, 학원수강 등 계획의 실천 등 개
인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사들의 다수
가 여성이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야간시간이
포함된 3교대제 근무와 야간전담 근무는 이들의 모성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단위 지부들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이
러한 법 규정의 미비함을 일정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법
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연속적인 야간노동의 제한(연속 3일 초과 금
지 등), 단위 기간 내 야간노동 횟수 제한(월 7일 이내로 제한 등), 야간노
동 중 휴식, 야간노동자들에 대한 휴일 보장, 야간노동자 수당 지급, 적정
인력 배치 등에 대해 자율적인 노사 교섭 결과로 마련된 집단적인 규범을
형성하고 있었다.

3. 택배산업 성장과 야간노동 : 야간 배송기사 사례
소비자들의 편의 요구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이 결합하면서 야간배송
시장은 점차 확대되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물류창고 포장 담당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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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차량 운전자, 야간택배 기사 등 야간에 일을 하는 취업자(노동자 포함)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물류 및 택배산업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고 있
는 야간 상품배송을 하는 배송기사들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쿠팡 사례를 보면, 야간배송 전담기사들은 밤 10시부터 휴식시간
을 포함해서 9시간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 10시간을 근무하는 같은
회사의 주간 배송기사보다 처리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수입은 조금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쿠팡의 배송기사들이 고정 야간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쿠팡플렉서’라는 별도 플랫폼
기반 긱(gig)고용 형태의 개인사업자들을 야간배송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신선식품 전문업체로서 독자적인 물류시스템을 구축한 마켓컬리 야간
배송 기사들은 밤 10시부터 8시간(휴식 1시간 포함)을 주 5일 근무를 하
고 있다. 전체 배송기사는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600여 명인데, 이 중
90여 명 정도만 직접고용 노동자이고, 나머지 500여 명은 개인사업자 신
분으로 야간 배송기사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마켓컬리 배송기사들
은 배송업무도 하지만 회사의 물류센터 내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상대
적으로 길고, 실제 야간의 배송시간은 쿠팡의 배송기사들보다는 짧은 편
이었다.
두 회사 모두 임금수준은 법정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설계하였기 때문
에 거의 비슷하다. 마켓컬리에서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약 260만 원
(세전)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최저임금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야
간근무 수당에 별도의 식대를 추가한 수준이었다. 쿠팡의 야간근무 신입
비정규직들은 9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340만 원(세전)인데, 마켓컬리보다
조금 높지만 이는 하루 근무시간이 1시간 길기 때문이다.
심야시간 배송의 장점으로는 교통체증이 없고, 고객과 대면이 없어 감
정노동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어두운 상태에서 작업
을 하면서 사고의 위험과 오배송의 위험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배송기사들은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로 인한 신체리듬의 파괴로 건강악화
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두 회사 모두 교대제(shift) 방식이 아니라 고정(fix) 방식으로 배송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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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야간노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제2절 인간적인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이 절에서는 야간노동 확산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야간노동 규제와 야
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과, 사회정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간적인 분업구조 마련 방안을 검토한다.

1. 야간노동 확산의 원인에 대한 이해
인공조명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의 노동은 자연의 시간을 따랐을 것
이다.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쉬는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공
조명의 발명과 산업혁명으로 야간노동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극단적으
로 파괴하는 모습을 띠게 된다. 공장은 24시간 가동체제를 갖추었고, 12
시간 맞교대의 야간노동제가 등장하였다.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야간노동
을 금지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19세기 산업국가들은 야간노동을 금
지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였다. 19세기 노동운동에서 ‘밤’은
정치적 쟁점이었다. ILO 제1호 협약은 임금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이
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야간노동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
다. ILO는 1990년에 ‘야간근로협약(제171호)’을 채택하여, 임산부에 대해
서만 야간근로를 금지하고 그 밖의 남녀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
대책을 전제로 야간근로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도 2001년에 여성
의 야간근로 금지를 폐지하였다.
야간노동의 확대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강화된다. 로봇과 인
공지능처럼 인간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에 언제 어디에서나 동원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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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산시켰고, 익일배송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당일배송, 새벽배송이 확
산되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똑같이 주어지는데, 누
군가 타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의 노동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문제의 핵심은 시
간 분배와 맞물려 있다. 구매자 천국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시간의 분할을
둘러싼 비민주성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한정되지 않고 노동자와 노
동자 사이로 확장된다. 전자상거래와 총알배송의 증가는 소비자로서의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다.
시간은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이 상품화된 시간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되면서 시간의 결핍이 발생했다. 워라밸, 접
속차단권, 시간주권 등의 개념은 모두 시간의 결핍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적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의 의미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
회적으로 어떻게 배열되고 계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어
떻게 배치되고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의 제
도적 몽타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간은 인공조명으로 결핍된 어둠(밤)을 원하면서도 인공조명 없이는
살지 못한다. 문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경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 해
야 한다고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경계를 그을 것인가 하는 문
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과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야간노동을 우리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공
공서비스형 야간노동과 이기적인 욕망 충족을 위해 강요되는 이윤추구형
야간노동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 군대, 경찰, 병원, 교정, 소방과
같이 누군가는 야간의 필요성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야간노동의 환경을 개선하고 적절한 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 된
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훼손
시킨 공공서비스의 의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이윤 확대
를 위해 공장이나 설비의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또한 전자
상거래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새벽배송이나 익일배송을 위해 야간에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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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작업, 배송을 위하여 강요되는 야간노동이다. 이러한 야간노동은 이윤
추구를 향한 무한경쟁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중요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보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야간노동의 예외적 허용 원칙
한국의 근로기준법에는 야간노동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
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현행법이 야간노동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은, 야간노동 자체의 길이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
고, 대신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야간노동을 활용하
는 데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 야간노동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야간노동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담은
원칙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가산임금제는 야간노동을 비롯하여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장치인 것처
럼 설명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야간노동을 규제함에
있어서 임금을 통한 간접적 규제보다는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
가 필요하다. 일부 야간노동 시간대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야간노동
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노동은 야간영업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야간영
업을 규제하지 않은 채 야간노동만 규제하는 것은 반쪽의 정책이 되기 쉽
다. 야간노동의 규제를 위해서는 야간영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다. 또한 야간영업에 대한 규제의 사례를 통해서 야간노동
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야
간영업의 확대와 야간노동자의 증가는 필히 병원, 경찰, 소방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윤추
구형 야간노동의 한 형태인 야간영업의 규제는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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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증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의 야간노동 금지는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
다. 그러나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여성의 야간노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
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남녀평등의 원칙이 남녀 모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남녀 모두의 권리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있다. 남성에게 야간노동이 허용되므로 여성에게도 야
간노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녀평등의 기
준을 남성에 설정하고 여성을 그것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먼저 선취할 수 있었던 권리와
제도를 준거로 삼아 남성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이 진정한 의미에서
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단체협약 역할 강화
현행법은 야간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개별적 동의만으로도 충분
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권 또는 거부권
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권리의무관계의 필
요충분조건으로 삼는 것은 종속적 상태에 놓여 있는 자의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간주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면책시켜 준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
제점을 노정한다. 야간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 및 집단
적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동의의 방식을 취업규칙이나 서면합의가 아니라, 단체
협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업종별 의무교섭제도의 도입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 장/절 신설
근로기준법 등에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노동자 보호방안 조항을 마련할
때 하나의 장과 절로 야간노동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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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은 총 3개가 있다.
그 가운데 제56조와 제57조는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배치되어 있고,
제70조는 “제5장 여성과 소년”에 배치되어 있다. 3개는 너무 빈약하다. 이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이 빈약함은 야간근로의 위험
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그만큼 약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산
업안전보건법에도 야간작업에 관한 조항이 있으나 모법도 시행령도 아닌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보다도 아래에 있는
법규명령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 시
행령과 달리 정부 부처 간 협의절차 없이 담당 부처장의 결재만으로 효력
을 갖는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야간노동 관련 조항을 모법 수준으로 끌어
올려 조항의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안한 대책들과 현재의 규정들을 한군데 모아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장이나 절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야간근로
에 대한 규제 내용이 궁금한 사람은 관련 장/절을 펼쳐 보기만 하면 되도
록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재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야간노동 규제와 야간노동
자 보호 조항을 법률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연속적인 야간노
동의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
일의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 할 최소인원 및 적정인력 배치 의무, 1
인 야간근무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조건에 관한 집단적 규범으로 이
미 확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로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이는
사업장 수준에서 정한 노동조건에 관한 규범을 모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적용범위를 전체 노동자에게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5.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근로기준법에 야간근로에 관한 별도의 장이나 절을 신설하는 것은 근
로기준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좁은 의미의 임금근로자를 넘어 적어도 “준
종속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이른바 “특고”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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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야간근로의 규
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6. 총 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야간노동 규율
야간노동 규제 및 노동자 보호방안 논의에서 야간노동 시간을 별도로
봐서는 안 된다. 특정 기간 내 총 노동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할 필요
가 있다. 특정 주에 주간노동만 40시간 하는 경우와 야간노동을 포함해
총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몸과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 내 총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을 전제로 야간노
동의 길이와 편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야간노동은 노동관리 양식이 유지
되고 굴러가는 전반적인 시스템과 맞물린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7. 임금 보상을 넘어 시간 보상으로
야간노동에 대한 대가를 가산임금이 아니라 의무적 보상휴가로 지급하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
노동 등 초과노동 전체에 대해서 가산임금제도를 의무적 보상휴가제도로
바꾸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가
종속 안에서의 보호/노동 밖에서의 자유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 종속으로
부터의 자유/노동 안에서의 자유를 지향한다면, 임금을 둘러싼 쟁의가 아
니라 시간을 둘러싼 쟁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8.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확대
야간노동의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
(Group 2A)’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야간노동을 산업안전보건에
서 ‘유해(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야간노동을 담당하는 작업자(노동자
로 한정해서는 제한적이다)에게 야간노동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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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
자들에게는 충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데, 야간노동 자체가 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정보제공 의
무를 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아침 시간에 받아보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를 위해서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것
이 필수적인 것인지, 나아가 만약 야간노동이 불가피해서 해야 한다면 이
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낮 시간 동안 거리청소와 쓰레기 수거 작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야간에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을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야간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확
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배배송 산업의 경우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소비자-사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야간노동을 하는 배송기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
다.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을 악화시
키고, 결국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추구
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제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consumer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소비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
요가 있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소비자의 편익추구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또한 과대 포장으로 인해 환
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와 기
업 모두 사회적인 주체로서 야간/새벽배송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
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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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송, 새벽 1시 출발… 도로는
뻥 뚫렸는데 1층 현관 못 들어가 발 동동｣
.
쿠팡 뉴스룸 설명자료, 2019년 6월 28일자, ｢
쿠팡 공급업체 및 경쟁사, 쿠
팡맨 관련 최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https://ne
ws.coupang.com/archives/2218).
한국경제, 2019년 3월 24일자, ｢
밤에 고른 메뉴가 아침 식탁에… 아마존
도 두 손 든 ‘새벽배송’ 1兆로 쑥쑥｣
.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6일자, ｢
환경미화원 낮에 일한다… 작업안
전 지침 마련｣
.
허핑턴포스트, 2017년 2월 16일자, ｢
자유한국당이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를 내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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