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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요약
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가 우여곡
절 끝에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
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
계적 적용을 하고 있으나, 2021년 7월부터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는 산업현장의 사정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경하던
재택근무 등 텔레워크가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텔레워크의 장점은 준 재난 상황하에서도 시공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어 일 가정 양립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변화된 고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근로시간을
어떻게 유연하게 활용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를 위해
서는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화하는 것이지만,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및
노동정책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의 연혁과 현황에 대
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우리와 고용환경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법제 또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

미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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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일본의 평

견미
파트타

실근로시간은 1,781시간으로, 일

국과 영국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는

임근로자들을

시간에 지나지 않고,

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

통
풀타

신 원
입사

한평

았

을 초과할 정도로 전혀 개선되지 않
회사

포함 균
히
광

근로

2,000시간

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고

이 장시간근무로 인하여 과로사한 것인 사회문제가 된

층더강 야

것을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을 한

화해

한다는

각

출

움직

임이 본

격화하게 되었다.

⑷

이에 2016년에

감
형

발족

한 제3차 아베 내 은 ‘저 산 고령화’로 인한

감

면

급격한 인구

소에 따른 생산인구의

다양한 고용

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소위 아베노

개혁에

착

믹
존

수하게 되었다. 아베노

롯

직

정규 과 비정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의 도입,

새

스 고용

폭

간의

③

①
불

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규제를

합리한 차별 대우 해소를 위한

직

고수입의 일부 전문 에 대해서는

프 페셔널

근로시간법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로
최근에

믹

의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대

개정이 이 어 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 하여,

서, 한편으로는

스 고용개혁의 주된 내용은 사실상

근로시간 개혁이라 할 정도로 기

루졌
② 직

소에 대응하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취 맞 잘
직
음
미루

롭게 도입된 근로시간법제가 당초의 도입 지에

게

운용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아 은 다소 시기

각

상조라는 생

⑸
역

이 들어 이에 대한 평가는 다

기회로

고자 한다.

일본 근로시간법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의

면몇

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과정을 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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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보인다.

첫째

면
→
줄 갔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정을 보

주 44시간

→

주 48시간

주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여나

주 46시간

→

을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로 이행된 이후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라는 경과규정을 두어 차등 적용해

왔

다는 점이다. 이는 급격한 근

석
취

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

며

되

, 그 결과 노사 간에

큰 불협 음
화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성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률

,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도 모든 업종에 천편일

으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또는

직

항

면

적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협

적용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소위 ‘36
한도시간인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특별조

체결하

할

정’만

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 상한규제인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

능

근로가 가

건설

하나,

사업, 자동차운전업무, 의사의 경우에는 2024년

까지 상한규제를 유예하고 있다. 그 외,
업무와 같이 일정기간에

집

신 술신 품
상

기

발

등의 연구개

중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도시간 및 절대적 상한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 위에서 검토한

바

와 같이 일본이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음 불
피

대해서는 대내외로부터 비판이 있었

급격하게 규제하지 않은 것은 해고를 회

밀접

음 알
신
감

한 관계에 있

증

을

수요가 급 할 경우에도

신불

대 ,

황으로 수요가

구하고 연장근로를

하려는 일본적 고용관행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규채용을

늘

호

황기에

리지 않고 연장근로로 대응하는

원감

소하는 경우에도 인

피

시간을 단축하여 구조조정을 회

⑹ 형
롯

에도

축을 하지 않고 근로

착

하는 관행이 정

되어 있다.

형

고용 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탄력근로시간제(변 근로시간제)를

비

프 페셔널
맞

하여, 간주근로시간제, 고도

시간제를 도입하여 업무실태에

로

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로

는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할 수

v

요약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

, 탄력근로시간제에는 1개월, 1년, 1주 단위의 3종류가 있어

업무의

번 繁閑
한(

)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참 될
둘째
고가

좀더늘

움직

리려는

좋

임이 있는데, 일본의 사례는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위의 탄력근로시간제와는 별도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은

효

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도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는 우리나라와는

달

리 정산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당초에

는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정산기간이 너무

짧 효
아

율적으

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최근에 정산기간을 3개

바
논

월로 연장한
장에 대한

셋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택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연

의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참

고로 할 필요가 있다.

, 근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곤

란한 경우에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형
획 형

사업장 외 간주근로시간제와 전문업무
량근로제의 3종류가 있다. 이 중 기

항

획

분석
맡길

에 대한 기 , 입안, 조사

로 근로자의 재량에

직

우리나라에는 아

넷째

획 형

재량근로제, 기

업무

업무

재

은 사업 운영 관련 사

폭

등 업무의 성격상 그 수행방법을 대 적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므

없는 제도이

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해

볼

만하다.

봉

,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연

(1,075만

엔

)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근로시간,

야

휴게, 휴일 심

페셔널

증

근로에 대한 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주로

미

새

찍
늘 남

국 등에서 일

고 있는 제도로, 최근 고부가가치의 전문 업종 종사자가
라

프

등)의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

로

이 도입하
어

에따

롭게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 야
젬션
착될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 의무화 등의 조치를

형

있지만, 향후 일본

트컬

화이

러 이그

해

제도로서 정

약

하는 등 제

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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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 이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정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장시간노동으로부터의 탈피를 바탕으로, 고용 창출과
인적 경쟁력의 향상, 그리고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책적
목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노동의 큰 화두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입법적 변화를 시작으로, 근로시간법제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동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
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여 왔던 다른 국가들의 변천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들과 그 해결 방식들이, 직 간접적인 우리의 현안들을 해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장시간노동의 상징이 된 국가는 일본
이었다. 서구적 관점에서는 일본인을 ‘일벌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적으로 ‘Karoshi(과로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일본의 장시간
노동은 사회적으로 만연하였다. 하지만 1987년 근로시간법제를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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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오고 있는데, 과거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경험은 정책적인 면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연구는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전체적인 변천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의 입법 사법 행정적인 개선 방안에 논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도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
되어 왔다.1)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물론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상당히
가까운 국가로서, 일본 노동법제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 참고 사항이 되어 왔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제도의 단편적 내용
소개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이 연구는 근로시간법제라는 틀에서 일본의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존부
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제도의 수립과정과 변천, 그리고 이
를 둘러싼 전체적인 흐름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의 변천사에 대해 시대별로 분류한 다음, 각
시대의 근로시간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로시간의 현실적인 활용 방식(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 정책 수단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검토에서는 단순한 근로시간법제의
1) 기존의 일본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김기선 외 6인(2015), 근로시간
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영진(2013),
일본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고찰 ,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오학수(2006),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제도 , 국제노동
브리프 vol. 4 no.7, 한국노동연구원; 유성재(2000),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유럽연합 , 중앙법학 제2호,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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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이나 법해석보다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근로시간법제의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 및 평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들을 기초로, 일본에서는
어떻게 과거의 장시간노동에서 오늘날과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근로시간 유연화정책을 운용해 왔는지에 대해 검토한 다음,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은 “일하는 방
식 개혁”으로 대변되는 아베 전 정부의 관련 입법 개정이다. 이른바 ‘노
동개혁법’의 내용에관해서는이미다른연구들에서도정리된바있지만,2) 전
체적인 개혁의 방식과 흐름, 그리고 노사를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논의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보론으로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2) 이케조에 히로쿠니(2020), 일본 개정 근로시간법제의 의의와 과제 , 국제노동
브리프 Vol.18 No. 3, 한국노동연구원; 송강직(2019), 일본 근로시간 제도 , 노동법
논총 제4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승욱(2019), 일본 변형근로시간 제도에 관
한 연구 , 산업관계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김희성(2018), 일본
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근로시간법 개혁 ,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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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제
1. 전전(戰前)의 근로시간 규제와 국제적 수준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사는 1일 8시간 근로제(1주 48시간)를 규정한
1919년의 ILO 제1호 협약상의 국제기준과 일본의 근로시간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3)
일본에서 최초로 근로시간을 규제한 것은 공장법 (이하, 공장법)이었
는데, 동법은 1911년에 제정되어 1916년에 시행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적
용대상은 상시 15명 이상의 직공을 사용하는 공장 및 위험유해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근로자는 여성 및 15세 미만인 자(보호직공)에 한
하여 하루 12시간의 근로시간을 상한으로 하고, 월 2회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생사제조 및 수출견직물 분야는 5년 동안 하루 14시간, 그
이후 10년 동안은 하루 13시간으로 하는 예외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일본
의 상황을 감안하여, ILO 제1호 협약은 취업시간에 대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4)

3) 荒木尚志, 労働法(第4版), 有斐閣, 2020年, 170頁.
4) ILO 제1호 협약은 “일체의 공사(公私)의 공업적 기업 또는 그 각 분과에서의 15세
이상인 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1주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생사공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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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법에 따르면 휴일이 있는 주라고 해도 주당 근로시간이 72시간으
로, ILO 제1호 협약의 상기 특별조항과는 동떨어진 수준에 있었던 것
이다. 당시의 일본은 이러한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LO 제1호 협
약을 비준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격차는 전전(戰前)에는 기본적으로 해
소되지 못했다.

2. 노동기준법 제정과 근로시간 규제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 (이하, 노동기준법)은 전전에 보인 국
제수준과의 격차를 한꺼번에 메우기 위해 전체적으로 ILO 협약 등에 제
시된 국제기준을 일본 내에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규제에 대
해서는 당시 현실상의 제약으로 어중간한 개혁으로 끝났다. 예를 들어, 당
시에는 1일 8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제2차 대전 종료 시, 일
본에서는 휴식을 포함한 ‘취업시간’을 1일 8시간, 9시간, 10시간으로 하는
사업장이 거의 동률로 병존하고 있었다.”라고 지적되고 있듯이5) 국제수
준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이를 수용하는 사회적 상황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제도는 일견 국제수준을 충
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더욱이
본래는 과도기적 타협이어야 할 수준을 해소하는 것이 법제도 중에 내재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수준을 고정화하게 되었다.
이하에서 특히 문제로 삼아야 할 사항을 예시한다.6)
첫째, 8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업종, 규모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특례가
인정되었다(노동기준법 제40조). 실제로 상점(30명 미만), 이용업, 영화
연극업, 보험위생업, 접객오락업에 대해서는 1일 9시간, 1주 54시간이라는
특례가 장기간 계속되었던 것이다.7)
둘째,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대표
그 제한을 1주 60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b호).
5) 渡辺 章, 労働法講義上, 信山社, 2009年, 353頁.
6) 이에 대해서는 島田陽一, 労働時間法制改革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9-J-010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19를 주로 참고하였다.
7) 有泉亨, 労働基準法, 有斐閣, 1963年, 307-308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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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서면협정(노동기준법 제36조, 이른바 ‘36협정’)이라는 간단한 절차
로 시간 외 근로가 합법화되고 또한 그 상한시간에 규제가 없었다. 이처
럼 유연하게 시간 외 근로를 인정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여 처음으로 1일 8
시간, 1주 48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시의 국제기준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입법에 깊이 관여한 관료가 “연식(軟
式) 근로시간제”라고 불렀다.8) 일본에서는 시간 외 근로의 허용조건이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36협정에 따른 시간 외 근로의 허용이 임
시적 일시적으로 필요에 대응한다는 견해는 적어도 행정해석에서 확인되었
을 뿐,9)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10)
36협정에 따른 시간 외 근로의 용인은 장시간노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간 외 근로의 상한시간과
주당 절대적 상한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의 구조는
1일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약하기 위한 구조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지탱해왔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래, 시간 외
근로를 제약하기 위한 구조여야 할 할증임금제도는 그 할증률이 낮아서
현실적으로는 시간 외 근로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
셋째, 법정 휴일에 대해서도 주 1회라는 원칙에 대하여(제35조 제1항),
4주에 4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소위 ‘변형 휴일제’라는 예외가 마련
되어 있다(동조 제2항). 이에 따라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휴일대체제도).
더구나 36협정에 따라 시간 외 근로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절차로 휴일
근로가 가능하다. 유럽국가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요일
휴일제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요일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휴일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에서는 상당수의 근로자가 사생활에서 휴일을 가족 친구와의 자유로운
시간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낳았다. 따라서 주휴제가 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유지와 함께 1일 단위의 자유 시간을 보장하고, 가정생활 및 시민생활에
8) 寺本廣作, 改正労働基準法の解説, 時事通信社, 1952年, 285-286頁, 297-298頁 참조.
9)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 注釈労働時間法, 有斐閣, 1990年, 406-407頁 참조.
10) 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 注釈労働時間法, 有斐閣, 1990年, 406-40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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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참가를 확보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국민 의식 속에 정착되지 못했다.
넷째, 연차유급휴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주일(1근로주) 단위의 장기
휴가의 취득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제39조). 즉, 노동기준법
제정 시에도 연차휴가 부여 일수에서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연속된 장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구조가 결여되어 있었다. 국제적
으로 ILO 제52호 협약(1936년)에서는 출근율 요건도 없고 분할 부여가
예외이며, 그것도 최소 6근로일은 연속되고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주를 단위로 하는 연속 휴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기준법은 “계속 또는 분할한 6근로일”로 규정하고, 연차유급
휴가가 연속된 휴가가 원칙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제39조 제1항).
또한 ILO 협약은 질병을 근거로 하는 취업중단을 유급휴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노동기준법은 이러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의 이용이 주류로, 질병결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버렸다. 일본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국제적으로 보면 매우 기이한 제도로, 그 실태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연차유급휴가제도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11)
다섯째, 근로시간 휴가 휴일의 규제가 적용제외되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는
(노동기준법 제41조 제2호), 그 구체적인 범위가 법령에 규정이 없고, 실무
에서는 법이 예정하는 범위와 크게 괴리되어 ‘관리직 = 관리감독자’라는
인식이 정착되었다. 노동기준법 제41조 제2호는 ILO 제1호 협약의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12) 그 당시는 공장에서 시간규제의 대상이 되는 현장
작업원과 공장장 등의 관리감독자와의 구별이 명백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규정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중간관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영자와 일체적으로 취업하는”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법령으로 명확히
할 것이 필요했다. 그 결과, 실무에서는 법이 예정하는 범위를 크게 초월
하여 ‘관리직 = 관리감독자’라는 잘못된 상식이 확대되었다.13)
11) 島田陽一, 労働時間の法政策 ジュリスト増刊 労働法の争点, 有斐閣, 2013年,
100頁 참조.
12) ILO 제1호 협약 제2조 a호, “본 협약의 규정은 감독 혹은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3) 관리감독자로 취급되고 있던 근로자에 의한 시간 외 할증임금 청구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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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노동기준법 제정 시의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8
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주휴제, 연차유급휴가제도 등을 마련했
지만,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실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것
이 아니고, 또한 근로자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한 것이었다.

3.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의 실태와 근로자의 대응
노동기준법으로 형성된 근로시간 제도는 일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는계기로서 부족했다. 이러한가운데, 일본의정규직근로자가
일하는 방식은 장시간노동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일하는 방식은 일본의 고용관행에 깊게 뿌리내린 근로문화라고
할 수 있다.14)
그중에서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는 근로시간법제 본래의 취지와 크게
괴리되어 있었다. 기업으로서는 36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행정감독기관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하면 사실상 근로시간 길이에 대한 제약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경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36협정조차
체결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가 행해져 온 것이 실정이다.15)
다시 말해서 근로자도 노동조합도 이러한 기업의 근로시간 관리를
결과적으로는 수용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점을 조금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ILO 제1호 협약의 채택 이후, 일본에서도 노동
조합 운동이 8시간 근로제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근로시간을 8시간
으로 단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시간 외 수당을 지급
하라는 요구”였다고 한다.16)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동

는 대부분이 근로자 측의 승소로 되어 있다. 島田陽一, 労基法 41 条 労働基準
法コンメンタール第2版, 日本評論社, 2012年, 181頁 이하 참조.
14) 小野浩, 日本の労働時間はなぜ減らないのか? , 日本労働研究雑誌 677号, 2016年,
15頁 참조.
15) 36협정이 없는 사업장(전체의 43%) 가운데, 35.2%가 36협정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厚生労働省, 平成25年労働時間等総合実態調査 , 2013年).
16) 内海義夫, 労働時間の短縮 日本鉄鋼連盟編 技術革新下の労働と労働法, 日本
評論新社, 1962年, 3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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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깊게 뿌리내린 요구는 아니었던 것이다.
전후에도 “일본의 근로시간의 특징은 시간 외 근로가 매우 길다.”17)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잔업을 포함한 9시간 근로, 혹은 10시간
근로(주 48시간 근로를 초과하고 있다)를 단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이다.”18) 그러나 시간 외 근로의 규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수입이 감소
되는 것이 현실이고, 노동조합도 내심으로는 근로자의 즉각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임금에 대한 배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19)
1947년 당시에는 노동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 수준이 사회적으로 최저
근로기준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근로기준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사실일
것이다.20) 일본의 근로자는 노동기준법의 수준을 전제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생기지 않는 마인드를 계속 유지했던 것
이다. 이는 당시의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하고 있었던 현실이 배경에 있었던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평균적인 근로자는 항상적인 시간 외 근로를 수용
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노동의
시정에 대한 장애가 되었다.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제도는 사용자가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을 벌칙을 두어 준수시키고자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처럼 할증임금이 발생하는 기준시간처럼 받아들여져 온
것이다.21) 일본에 미국식 화이트컬러 근로자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가
17) 内海義夫, 労働時間の短縮 日本鉄鋼連盟編 技術革新下の労働と労働法, 日本
評論新社, 1962年, 40頁.
18) 内海義夫, 労働時間の短縮 日本鉄鋼連盟編 技術革新下の労働と労働法, 日本
評論新社, 1962年, 48頁.
19) 寺原重文 本田千之, 労働時間をめぐる労使の主張点 日本鉄鋼連盟編 전게 주에
따르면 시간단축보다도 임금인상을 바라는 것이 노동조합에서 79.6%, 근로자에서
89.1%였다고 한다(67頁 참조).
20) 그 당시, 노동법 개설서로 가장 알려져 있던 磯田進, 労働法(岩波新書, 1951年)는
당시의 최저기준을 일본이 아닌, 국제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204頁 참조).
21) 西谷 敏, 労働時間の思想と時間法制改革 , 労働法律旬報 1831号, 2015年, 12-13
頁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요구도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임금 중시였다고 한다. 深
谷信夫, 長時間労働を生み出す要因を考える , 労働法律旬報 1831 32号, 2015年,
39頁도 마찬가지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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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제안되자 “잔업비 제로 법안”이라 하여 임금에 초점을 맞춘
비판이 이루어진 것도,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의식을 반영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제2절 80년대 이후의 근로시간법제의 개혁과 그 한계
일본에서 근로시간 법제는 1947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40여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1일 8시간 주 48시간제를 원칙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장시간노동이 화두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80년대에 소위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일본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
하자 ‘소셜덤핑(social dumping)’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22)
이러한 가운데, 당시의 나카소네(中曽根) 내각은 1986년에 소위 마에가와
리포트(Maegawa Report)23)를 통하여,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동 리포트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국제적 공약으로 한 다음, 이를
공론화하여 그 다음 해인 1987년에 노동기준법 개정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때 그동안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포함하여 근로시간법제 전반에 걸쳐

22) 당시 주요 선진국의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독일 및 프랑스의 연평균 실근로
시간은 제조업 중심으로 1,600～1,700시간 정도였으며, 영국과 미국이 이들보다
약간 긴 1,900시간 정도였음에 비해, 일본은 2,10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서는, 대게 ① ‘주 5일 근무제(주 2일 휴일제도)’
도입의 지연, ② 연차유급휴가 이용률의 저하, ③ 법정 시간 외 근로(잔업)의 일상
화 등을 들 수 있다(荒木尚志, 労働法, 有斐閣, 2009年, 134頁).
23) 마에가와리포트(Maegawa Report)란, 1986. 4. 7. 당시의일본수상이던나카소네가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 조정연구회’
라는 사적 자문기관을 설립한 다음,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수를
확대하고 시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금융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을 보고서로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자문기관의 좌장을 맡았던 일본은행총재(前川春雄)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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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게 된다.
당시의 노동성(지금의 후생노동성)은 ① 시간 외 근로의 삭감, ② 주휴
2일제(주 5일제) 보급 및 ③ 연차유급휴가의 완전 소화, 이 세 가지를 핵
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24) 그러나 이 행
정지도는 경영계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개정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하게 되었다. 유럽국가에서는 산업별 단체협약이 근로시간 단축의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1987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 주도로 근로시간법제의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 개정 이유는 유럽국가에서 볼 수 있는 실업 대책으로서의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에 돌린다는 것이었다. 또한
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사용자에게 유연한 근로시간의 배분을 인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법 개정이 어떠한 기능을 완수하였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25)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주휴 2일제의 보급
1987년 이후의 입법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
로 점진적으로 단축했다.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에서는 제32조가 주 40
시간(동조 제1항) 및 1일 8시간으로 하는 법정근로시간을 규정하였는데, 동
시에 부칙 제131조 제1항에 노동기준법 제32조의 40시간을 “40시간을 초
과하고 48시간 미만의 범위 내에서 명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대체하는 경
과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당초에는 주 46시간을 법정근로시
간으로 하고 동시에 일정 규모 및 업종에 따라서 그 적용을 유예하였다
(유예기업: 주 48시간). 그 후, 1991년에 주 44시간(유예기업: 주 46시간),
1994년에 주 40시간(유예기업: 주 44시간)이 되고, 1997년 4월 1일부터는
24) 荒木尚志, 労働法 (第4版), 有斐閣, 2020年, 170頁.
25) 일본의 근로시간에 관한 입법정책의 역사에 대해서는 濱口桂一郎, 日本の労働法
政策, 労働政策 研究研修機構, 2018年, 505頁 이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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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주 40시간이 되었다. 단, 노동기준법 제40조의
특례의 대상이 되는 10인 미만의 상업, 영화연극업, 보건위생업 및 접객업은
주 44시간으로 되어 있다.
그 결과, 주휴 2일제가 보급되었고[87.2%, 완전 주휴 2일제 46.9%(2017년
취업조건종합조사(就労条件総合調査)],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그러나
시간 외 근로의 삭감이 실현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의 총실근
로시간에는 별다른 단축효과는 없었다.26) 그 결과 정규직의 평일 근로시간
이 증가하고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27)
2.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정과 소화율 정체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최초의 부여 일수가 국제수준을 고려하여
1987년 개정을 통해 6일(주휴 1일제의 1근로주 상당)에서 10일(주휴 2일제의
2근로주 상당)로 증가하고, 소정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
휴가의 비례적 부여를 인정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의 행사가
없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구조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취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연차유급휴가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993년에는 연차유급휴가 취득에
필요한 근속기간이 1년부터 6개월로 단축되었다. 게다가 1998년에는 계속
근무연수 3년 반부터 2일씩 부여 일수가 증가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에
더하여 2008년에는 5일의 상한으로서 시간단위에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가능하게 했다(근로자의 과반수 대표와의 서면협정을 요건으로 한다).28)
이러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연차유급
휴가의 취득률도 49.4%(2017년 취업조건종합조사)이며, 50%를 넘겼던
26) 山本勲 黒田祥子, 労働時間の経済分析,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4年, 37頁 이하
참조. 결과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수면시간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27) 山本勲 黒田祥子, 労働時間の経済分析,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4年, 25-26頁
참조.
28) 1987년 이후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정에 대한 개요는 武井寛, 年休の制度と法理
日本労働法学会編 講座労働法の再生 第4巻 人格 平等 家庭責任, 日本評論社,
2017年, 256～257頁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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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정 때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계획 연차유급휴가제도도 15.5%의
기업에서만 활용되고, 게다가 협정에 정해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약
절반이 4일 이하이다(2017년 취업조건종합조사). 계획 연차유급휴가 협정도
연차유급휴가 소화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지 못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3.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한계
이와 같이 그동안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이 별다른 성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제도로서는 그 구조가 노동기준법 제정 이래의 문
제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36협정 방식과 할증임금제도 및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지 않은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에게 있어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도 근로시간 단축이 진척되지 않은 요인이라는 것은 틀림없다.29)

4. 유연근로시간제의 변천
지금까지 일본의 근로시간법제의 변천사를 보면 근로시간을 단축과 더
불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이래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취지로 하는 법제도로는
① 1일 1주의 법정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하는 구조[탄력근로시간제,30)
선택적 근로시간제(flex time)] 및 ② 실근로시간의 산정을 면제하는 간주
근로시간제(사업장 외 근로 및 재량근로제)가 도입되었다. 국제적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경향이 있는데,
29) 島田陽一, 労働時間法制改革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9-J-010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19. 7頁.
30) 탄력근로시간제(일본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라고 함)는 노동기준법의 제정 시에
4주간 단위의 것이 도입되어 있었는데, 1987년에 이것을 1개월로 하고, 또 3개월
단위 및 1주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 전자는 1993년에 1년 단위
변형제가 되었는데, 후자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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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배분의 유연화를 인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
시간 단축을 수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31)
가.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기업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6시간 및 주
44시간인 단계에서는 각각 4주 5휴 및 4주 6휴(격주 주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이용하고 또한 주 40시간이 되자 1년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1987년에는 3개월 단위였지만, 1993년에 1년
단위로 됨)를 이용하여 휴일의 배치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을 지키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32)
나. 재량근로제의 도입과 그 의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중에서도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과는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산업구조가 크게 전환되고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업무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형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실정에 맞지 않는 취업형태에 있는 근로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당초에는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만 도입하였으나, 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따라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창설되었다(2000년 4월
1일 시행).
그러나 이러한 재량근로제만으로는 필요한 니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시간이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감독자 제도와의 기능적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3) 1987년의
31) 島田陽一, 労働時間法制改革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9-J-010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19. 7頁.
32) 주 40시간은 주휴 2일제(주 5일제)에 대응하기 때문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8시
간으로 하면 1년간 105일 이상의 휴일이 배치된다.
33) 島田陽一, 労働時間法制改革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9-J-010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19. 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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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법 개정에 따른 재량근로제 도입의 경위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일하는 방식 개혁과 근로시간의 규제
1. 일하는 방식 개혁의 배경
제3차 아베 내각은 “일하는 방식 개혁(働き方改革)”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점 시책으로 규정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위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働き方改
革実行計画)”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건강 확보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저출산의 원인이며, 여성의 커리어 형성을 가로막는 원
인, 남성의 가정참여를 막는 원인이다. 이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면 일 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이 개선되어 여성과 고령
자도 취업하기 쉽게 되고 노동참가율 향상으로 이어진다. 경영자는 어
떻게 일하게 할지에 관심을 높여 단위 시간(man hour)당의 노동생산
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는 장시간 노동의 시정이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의 맥락에서 과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장시간 노동은 일 가정 양립의 장애요인인 동시에 저
출산의 요인으로 되고 있을뿐더러, 여성의 커리어 형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억제를 통해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다양성
(diversity) 경영이 가능해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간다는 스토리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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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개혁법안의 주된 내용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서 제기된 근로시간 제도 개혁은 일
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에서 거의 실현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유연근로제를 확대함과 동시
에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점이다. 그 주된 내용
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4)
가. 잔업시간의 상한 규제
이번 개혁법률 에서는 과로사 우울증 과로자살 등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기 위해 잔업시간에 대한 상한규정과 벌칙규정을
두어 그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적이다. 개혁법률에 따르면, 잔업시간은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적이거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간 720시간 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 포함)으로,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월 4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6개월,
평균 80시간(휴일근로 포함)을 초과하지 못한다(아래 그림 2-1 참조).
지금까지는 노동기준법에서 시간 외 휴일근로에 관한 협정(소위 ‘36
협정’, 제36조 제2항, 제3항)을 체결하고, 후생노동성의 시간 외 근로의
한도에 관한 기준 (1998년 노동성고시 제154호)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이번
개혁법률에서는 강제력을 가지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위반 시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34)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정(2018), 일본 고용개혁의 주요 내용과 쟁점 , 노
동법률 2018. 10월호, 88면 이하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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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노동기준법 개정 전후의 연장근로 상한규제 비교

자료: 厚生労働省 都道府県労働局 労働基準監督署, 時間外労働の上限規制 わかりや
すい解説 2019, 4頁.

다만, 자동차운전업무나 건설업무, 의사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도록 하였다
(표 2-1 참조). 그 외에도 신기술 신상품 등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의사와의 면담, 대체휴가의 부여 등 건강 확보 조치를 취한 경
우에 한하여 시간 외 근로의 상한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 상한규제의 적용이 유예 제외되는 사업 및 업무

사업 및 유예기간 중의 취급
업무 (2024년 3월 31일까지)

건설사업
상한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운전업무

유예 후의 취급
(2024년 4월 1일 이후)
재해의 복구 부흥사업을 제외하고, 상한규제는
전부 적용된다.
재해의 복구 부흥사업에 관해서는 시간 외
근로와 휴일근로의 합계에 대하여 월 100시
간 미만(2～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로 하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조항이 있는 36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연간 시간 외 근로의 상한이 연 960시간이 된다.
시간 외 근로와 휴일근로의 합계에 대하여
월 100시간 미만 2～6개월 평균 80시간 이
내로 하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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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 45시간이 초과 가능한 시간 외 근로를 6개
월까지로 하는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한시간은 향후 성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고시마현 시간외근로와휴일근로의
대하여, 월 100시간
및 합계에
상한규제가 전부 적용된다.
미만2～6개월(평균
오키나와현의 이내)로 하는 규제는80시간
적용
사탕제조업 되지 않는다.
- 연구개발업무(신기술, 신상품에 대해서는 상한규제의 적용이 제외된다.
- 또한 이번 법개정으로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신기술 신상품 등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1주간당 40시간을 초과근로한 시간이 월 100시간을 초
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면접지도가 벌칙규정과 함께 의무화되었다.
필요가 있는 때(사업자는 면접지도를 한 의사의 의견을 감안)에는 취업장소의
변경과 직무내용의 변경, 유급휴가의 부여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자료: 厚生労働省 都道府県労働局 労働基準監督署, 時間外労働の上限規制 わかりや
すい解説” 2019, 6頁.
나. 중소기업의 할증임금 유예조치 폐지

일본에서는 장시간노동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에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의 할
증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제37조 제1항 단서).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소사업주(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3억 엔. 단 소매 또는 서비스업을 주
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5,000만 엔, 도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
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1억 엔) 이하의 사업주 및 상시 근로자가 300인(소
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50인, 도매 및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100인)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할증임금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다(노동기준법 제138조 부칙).
그러나 이번 개혁법률에서는 그동안 중소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당 60시
간을 초과하더라도 5할 이상의 할증임금의 적용을 유예해오던 예외적인 조
치를 폐지하였다. 이는장시간노동을 시정하고자 하는일본정부의 확고한 의
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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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무 사이의 인터벌제도의 도입
‘근무 사이의 인터벌(interval)제도(이하, 인터벌제도)’는 전날 종업시간
과 그다음 날 시업시간 사이에 일정 시간의 ‘휴식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일하
는 방식의 일상적인 생활 및 수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다. 또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을 꾀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새로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대강(過労死等の防止のための対策に関す
る大綱) 에 따르면, 2020년을 목표로 전체 기업의 10% 이상이 인터벌제
도를 도입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인터벌제도에 관한 사항은 노동기준법에 설정하지 않고, 근로시
간 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근로시간 등 설정 개선법) 에서
규정하도록 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업무의 번한(繁閑)에 따라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설정하고, 건강 및 복지 확보를
위하여 일이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하는 시간까지를 설정할 것, 연차유급
휴가를 취득하기 쉽도록 환경을 정비할 것 등, 근로시간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인터벌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간 외 근로 등 개선 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라.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
‘고도프로페셔널제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개혁법률의 성립과정에서 의견이 가장 격심하게 대
립한 것 중의 하나다. 이 제도는 2015년 노동기준법 개정안 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제1차 아베 내각이 미국의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대상으로는 연간 1,075만 엔 이상의 연봉을 받
는 고도의 전문직(예를 들어 증권 애널리스트, 연구개발 종사자,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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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는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
(예를 들어 시간 외 근로 휴일근로 심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적용되
지 않는다. 다만, 동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104일의 휴일을 의무
화함과 동시에 ① 인터벌 조치, ② 1개월 또는 3개월의 회사 체류시간 등
의 상한 조치, ③ 2주간 연속 휴일 확보 조치, ④ 임시 건강진단 등의 ‘건
강 확보 조치’를 취한 다음, 본인의 동의 및 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노동안전위생법 (이하,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동 제도
의 대상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회사에 체류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
금 반드시 의사에 의한 면접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마. 연차유급휴가 취득의 의무화

현행 노동기준법은 근로자가 6개월 동안 계속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
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법정일수의 연차유급휴가(연휴)를 취득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39조). 하지만 이러한 권리행사를 근로자 개인에게 위임
하고 있는 결과, 직장 분위기상 사용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계획연휴제도를 도입하여 연휴사용을 장려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이번개혁법률에서는연휴일수가10일이상인근로자를대상으로그
중 5일에 대해서는 매년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하도록 하였다(제39조 제7
항). 또한 근로자가 시기지정이나 또는 계획연휴에 의해 취득한 연휴 일
수에 대해서는 이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30
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바. 산업의(産業醫) 및 산업보건기능의 강화

현행 노동안전위생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산업의를 선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또한 동법은
“산업의는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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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규정하고있지만(제13조제3항), 실효성이부족하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혁법률에서는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여 산업의에 의한 권
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는 당해 권고를 존중할 것(제13조 제5항) 등,
산업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의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를선임할의무가있는50인이상의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는 산업의가 행한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에 관
한 권고내용을 위생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3조 제6항).

제4절 근로시간법제 개혁의 필요성과 현대적 과제
이상으로 노동기준법 제정 이후부터 최근의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의한 근로시간법제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근로시간 제도의 도달점을 총괄한 다음, 향후의 입법적 과제에 대해 검토
하고자 한다.35)
1. 장시간 노동의 억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심화

정규직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은 1987년 이후의 입법 개혁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재검토해야 하는 큰
상황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인구구성의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이다. 이로 인하여 한편으로
노동력 인구에서 고령화 및 여성비율이 증가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력화가 저출산 경향을 가속시키는 요인도 되었다. 이러한
35) 여기서는 서술상 일본 학자들의 견해를 간단히 인용하는 형태로 서술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본고의 마지막장 결론 및 시사점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논술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 내용은 島田陽一, 労働時間法制改革の到達点と今後の
課題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19-J-010 独立行政法人経済産業研究所,
2019를 비롯하여 和田肇, 労働時間規制改革の法的分析 , 日本労働研究雑誌 702号,
2019를 주로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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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종래 정규직의 일하는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
었다. 정규직의 장시간 노동은 남녀별 역할분업을 전제로 한 남성 가장
모델로 지탱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적 활약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른바 M자형 취업구조가 해소되고 있다고는 해도, 여성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이 가정책임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하여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자체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 가정 양립이 취해진 일하는
방식의 실현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및 일본의 생산성 향상에 반드시 필요
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인식되었다.
둘째,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 및 과로자살의 요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었다. 과로사(뇌 심장질환)에 관한 산재인정기준이
과거에는 ‘직전의 통상의 상정(想定)을 초과하는 노동부하를 요인으로
보는 사고형 기준’이었다가, 항상적인 장시간 노동을 요인으로 하여 ‘직전
1개월에 100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2개월 이상 6개월에 걸쳐 월 80시간
을 초과하는 법정 시간 외 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에 기인할 개연성이 높
다.’고 하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은 우울증의 요인이
되었고 그 증상으로서 자살에 이르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 장시간 노동
규제의 원점이 근로자의 생명 건강 유지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는 상황이 된 것이다.
오늘날 정규직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의 극복은 근로자의 생명 건강의
확보 및 일 가정 양립의 실현이라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청으로서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의 근로시간 단축정
책이 주로 국제적인 비판이라는 외재적 요인에서 요구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2. 근로시간법제의 지향점과 과제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1987년 이후 2018년에 이르기까지의 입법 개혁은
정규직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삭감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실현되었어도 실근로시간의 단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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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8년 개정이 처음으로 연장근로의
상한을 규제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의 상한선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하는 수준은 근로자의
건강 확보 및 일 가정 양립의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보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월 100시간 미만(휴일근로도 포함), 1년 720시간이라는 특례를
연 6회까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완성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으로는 노사가 자주적으로 특례가 필요 없는 일하는 방식을 실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이번 개정 취지에 맞게 노사가 숙의를 거쳐 실제로
필요한 범위에서 36협정을 체결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번 연장근로의 규제에 그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의 규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근로도 시야에 넣은 규제가 등장했는데, 이를 한층 더 추진하여
총실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50시간으로 할 것, 단 일종의 탄력근로시간제
로서 당분간 최장 1년을 단위로 하여 그동안의 평균이 주 50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조정기간). 이때의 1개월당 상한시간을 254시간으로 한
다. ② 이번 개정에서는 노력 의무를 정하는 데 그친 근무 간 인터벌제도
(원칙으로서 11시간)를 의무화하고,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을 원칙적으로
13시간으로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는 1일 최저 6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근무 간 인터벌제도 및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를 근로자의 건강 확보에 있어 지극히 유효한 제도로 생각된다.36)
이번 개정에서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창설되었지만, 아직
연차유급휴가를 1근로주 단위의 정해진 장기휴가로 하는 방향은 실현되지
않았다. 일본의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은 매우 낮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연차유급휴가 본래의 취지가 침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
36) 島田陽一, 労働時間政策のこれから , 日本労働研究雑誌 677号, 2016年, 68-69頁
참조하였다.

24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하고 대담한 개혁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의 시기지정
방식에서 사용자의 시기지정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2근로주의
연속된 휴가의 부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질병
휴가 등 근로자에게 필요한 휴가제도를 충실히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본래의
취지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휴가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시간 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취득의 구조를
폐지할 수 있다.
휴일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 변형 휴일제를
시정하여, 법정 휴일을 특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또한 법정 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37)
이상과 같은 근로시간의 규제, 휴일의 확보 및 연차유급휴가의 완전 소화
등의 과제는 각 사업장에서의 노사 커뮤니케이션을 조직화하고, 계획적으
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예를 들어 근
로시간 등 설정개선위원회 설치의 의무화에 따라 근로시간 등의 개선에 관
한 실시계획을 입안하고 그 실시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38)
3.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재편성을 위한 과제
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현대의 노동에 적합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창설은, 그동안의 근로
시간 제도에 관한 입법정책에서 장시간 노동의 규제와 함께 지금까지의
근로시간제도에관한입법정책의핵심중하나였다. 유연한근로시간제도는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이후, 다양한 제도가 창설되었다.
그중 탄력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스타임제)는 사회적으
로도 그 필요성이 수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재량근
37) 島田陽一, 働き方改革と労働時間法制の課題 , ジュリスト 1517号, 2018年, 59-60頁
참조.
38) 상세한 내용은 島田陽一, 労働時間政策のこれから , 日本労働研究雑誌 677号,
2016年, 69-70頁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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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는 전문업무형에 대해서는 일단 정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
전히 그 운용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획업무형에 대해서는 이
용도가 낮아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종종 제안되는 근
로시간 적용제외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둘러싼 논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으로 비판이 강하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
행계획’을 살펴보아도 장시간 노동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구
체적인 방안이 상세히 전개되고 있는 데 비하여,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창조성이 높은 업무에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인이, 의욕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실현을 하는 것 지원하는 노동법제가 필요
하다.”고 언급할 뿐으로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적극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형적인 근로시간 규제와 다른 구조를
필요로 하는 일하는 방식은 적어도 ① 관리감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기업경영의 중추에 관여하는 고위 스태프, ② 고도의 지적 전문직, ③ 전문
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 및 ④ 특별임무를 띠는 직 등의 4유형이 있
다. 그리고 현대에는 정형적인 일하는 방식보다도 근로시간의 규제로부
터 자유로운, 일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직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
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사생활의 시간 구별이 애매해지는 경향도 강하다.
이 점은 IT기술 발전 등의 조건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속에서 근로시간 관리의 구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에 비추어 보아 현재의 적용제외 제도 및 재량근로제만
으로는 이하에 언급하는 것과 같이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첫째, 관리감독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업경영의 중추에 관여하는
고위 스태프에 대응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무에
서 관리감독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가 법의 예정을 훨씬 초월하는 넓
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 = 관리직이라는 취급이 만연되
어 있는 위법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현행 재량근로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재량근로제는 행정
해석의 1일당 근로시간 간주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정착되어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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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간주 근로시간이 근로일의 근로시간이고, 휴일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즉, 주휴 2일제(주 5일제)가 일반적인 오늘날에 법정 휴일(노동기준
법 제35조) 이외의 휴일 근로가 간주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특히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도의 연구자나 글로벌하게 전개하고 있
는 기업의 고도 전문직의 일하는 방식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유
연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바람에 재량근로제를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되
고 있다.
셋째, 재량근로제가 상정하고 있는 업무와 달리, 교육연구와 같은 직무에
부분적으로 재량적인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업무에 적합한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넷째, 현행 재량근로제나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도 심야업 규제가 적용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재량근로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유형의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자와는 다른 적절한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39) 일본과 같이 장시간 노동의
규제가 약했던 부분에서 적절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속에서 실근로시간 관리에는 익숙하지 않은 취업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
하며, 정형적인 일하는 방식 속 장시간 노동의 억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수
용되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나.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평가

다음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의해 창설된 고도프로페셔널제
도가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이번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총괄하고,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포괄적인 제도
구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전문직에 대한 부분적인 제도를 제안한
39) 島田陽一, 労働時間政策のこれから , 日本労働研究雑誌 677号, 2016年, 72頁 이하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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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그치고 있으며,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
한다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적극적인 설
명이 없이, 이 제도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비장의 카드인 것처럼 논
의되었던 것은 적당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제도에서의 근로자의 건강 확보에 관한 구조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회의의 ‘근로시간 규제 재검토에 관한 의견(2013년 12월
5일)’에서는 새로운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제도의 창설에는 근로시간의 양
적 규제 및 휴일 휴가의 취득 확보를 조건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과 비교해도 고도프로페셔널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확보에 대하여
불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향후의 과제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에는 화이트컬러 근로자 중 재량도가
높은 직무는 새로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으
로 허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리감독자 제도 및 재량근로제 등을 정리
하여 새로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40) 이 때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그 구조 속에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보장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이 지금까지의 논의 중에서 충
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재량근로제 및 근
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확대에 대해 사실상 잔업대금 지급을 면하기 위
한 제도 또는 과로사 및 과로자살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판에 응답할 필
요가 있다.
40)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는 島田陽一, 正社員改革と雇用政策 , 季刊労働法 247号,
2014年, 20頁 이하, 島田陽一, 労働時間政策のこれから , 日本労働研究雑誌 677号,
2016年, 73頁 이하 참조. 島田가 2013년 10월 13일에 규제개혁회의 고용워킹그룹에
제출한 島田専門委員提出資料 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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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총량 규제나 휴가, 휴일, 근무 간
인터벌제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직접 대응하는 건강진단
등의 조치도 중요하다.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위생에
관하여 전문성이 높은 산업의의 양성과 그 권한 강화, 특히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은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한층 더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종종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근거를 둔 보수를 위해 실제 근로
시간 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제도와는
별개이며, 정형적인 근로시간 제도에서도 성과주의적인 임금제도가 가능
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근로시간 제도는 특정한 임금제도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할증임금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임금
제도의 설계와 관계없이 근로시간 제도를 접합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형적인 근로시간 제도는 사실상 임금제도와 불가분이며 앞의 반론은
그러한 한 적당하지 않다.
문제는 이 때문에 실근로시간 관리가 실무에서는 본래 장시간 노동의
억제 수단인 할증임금제도에 종속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다. 그 결과 할증
임금제도의 적용이 없으면, 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리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쉽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할증임금제도는 장시간 노동의 억제에 큰 기능을
완수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정형화된 근로시간 제도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의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에서는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와 할증임금제도를 분리하여, 후자를 적용제외하는제도로 하는 것이 필
요하다.41)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안전위생법이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파악을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것 및 고도프로페셔널제도에
41) 島田陽一, 労働時間政策のこれから , 日本労働研究雑誌 677号, 2016年, 73頁, 大内
伸哉, 労働時間制度改革, 中央経済社, 2015年, 188頁 이하, 水町勇一郎, 労働法
改革,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0年, 173頁 이하(濱口桂一郎 집필)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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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건강관리시간 파악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증임금의 계산
을 위한 근로시간관리와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위한 근로시간 파악을 분리
하는 구조의 맹아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시뿐만 아니라, 그 운용
시에도 노사에 의한 감시가 필요하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노사위원회 제도와 같은 상설기관에
의한 감시가 불가결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행의 근로시간 등 설정개선
위원회와 같은 노사합동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이 시간 외 할증임금이 없어짐
으로써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제도에 내재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한 후에, 근
로자의 건강 확보 및 할증임금제도의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여 제도 도입
시뿐만 아니라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동반하고, 또한 제도도입으
로 근로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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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제1절 근로시간 단축
1.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1947년 노동기준법 (이하, 노동기
준법) 제정 당시에는 ILO 제1호 협약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8시간제’를
채택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제는 당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 환
경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기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러
한 기준을 천명한 것은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하려고 한 입법자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근로시간 규제는 한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어 소위 ‘오일쇼크’를 극복하면서 일본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자 ‘소셜덤핑(social dumping)’에 대한 비난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주요 선진국의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독일 및 프랑스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제조업 중심으로 1,600～1,700시간 정도였으며, 영국과
미국이 이들보다 약간 긴 1,900시간 정도였음에 비해, 일본은 2,100시간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는, 대게 ① ‘주 5일
근무제(주 2일 휴일제도)’ 도입의 지연, ② 연차유급휴가 이용률의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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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정 시간 외 근로(잔업)의 일상화 등을 들 수 있다.42)
이러한 가운데, 당시의 나카소네(中曽根) 내각은 1986년에 소위 마에가와
리포트(Maegawa Report)43)를 통해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
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동
리포트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국제적 공약으로 한 다음, 이를 공론
화하여 그다음 해인 1987년에 노동기준법 개정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때
그동안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라고 생각되
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포함하여 근로시간법제 전반에 걸쳐 대폭적
인 개정을 단행하게 된다.
2. 근로시간 관련 법규제의 개정

마에가와 리포트의 촉발로 시작된 1987년의 노동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차
유급휴가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주 이틀 휴무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 이틀 휴무제(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
40시간 법정 근로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당시의 ‘주 48시간 근
로제’는 ‘주 46시간 근로제’ 및 ‘주 44시간 근로제’라는 단계적 경과조치
를 거쳐 1997년에 ‘주 40시간 근로제’로 완성되기에 이르렀다.
둘째, 연차유급휴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연차휴가일수를 6일에서 10
일로 늘리는 한편, ‘계획연휴’ 및 ‘연휴 취득에 따른 불이익취급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42) 荒木尚志, 労働法 (第4版), 有斐閣, 2020年, 170頁
43) 마에가와 리포트(Maegawa Report)란, 1986. 4. 7. 당시의일본수상이던나카소네가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협조를 위한 경제구조 조정연구회’라
는 사적 자문기관을 설립한 다음,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수를 확
대하고 시장을 개방함과 동시에 금융을 자유화하는 내용의 경제정책을 보고서로 제
안한 바 있다. 해당 리포트의 제목은 당시 이 자문기관의 좌장을 맡았던 일본은
행 총재(前川春雄)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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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잔업)를 줄이기 위하여 산업구조 및 취업
실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로서
‘변형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 간주제’ 등을 도입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차원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공서에 대한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은행법 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 2일 휴무제’의 도입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에 ‘변형
근로시간제’를 개정함과 동시에,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및 ‘시간 외 근
로의 상한 규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2003년 노동기준법 개정에
서는 ‘재량 근로제’에 대한 일부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법규제가 개정되는 가운데, 90년대
초에는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평균 실근로시간은 1,900시간 정도로 감
소하여 현재는 영국과 미국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파
트타임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중에는 근로시간이 현저하게 긴 경우도 있
어, 근로시간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이트컬러의 근
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둘러싸고 개정논의가 진행 중이다.
3. 근로시간 규제의 체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노동기준법 기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에 종사한 시간)에 대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적용제외가 있으며, 실근로시간에 의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일정 시간
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수한 규제로 ‘간주 시간제’가 있다.
실근로시간 규제 중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원칙적 규제와 이들에
대한 탄력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변형근로시간제 및 플렉스타임제가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간 외 및 휴일근로제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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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노동기준법)

실근로시간
규제
간주시간제
적용제외

원칙 (제32조, 제34조, 제35조)
1개월 단위 변형제 (제32조의 2)
탄력적
단위 변형제 (제32조의 4)
근로시간 1년
1주일 단위 비정형적 변형제 (제32조의 5)
규제
3개월 단위 플렉스타임제 (제32조의 3)
예외 (제33조, 제36조, 제37조)
사업장 외 근로시간 간주제 (제38조의 2)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제38조의 3)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제38조의 4)
농 축산 임업, 감시 단속업무 (제41조)
고도프로페셔널제도 (제41조의 2)

4. 실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노동기준법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1주간의 각 일
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법정근
로시간’으로 선언하고 있다(제32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 48시간 법정근로시간제’를 원칙으로, ‘하
루 8시간 근로의 원칙’ 및 ‘주휴 1일제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1986년 5월 동경 선진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들의 연
간 총근로시간 실현과 주휴 2일제의 조기완전실시’가 국가의 명확한 정책
목적으로서 수립되면서 그 실현수단으로서 1987년에 노동기준법개정
이 이루어지고,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개
정하였다. 여기서 일본에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정 및 특징에 대해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44)
44) 菅野和夫, 労働法(第12版), 弘文堂. 2019年, 477頁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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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 48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의 이행은 아래 <표 3-2>에서
보듯이, 원칙 자체를 48시간→46시간→44시간→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또한 각 단계에서 업종 규모에 의한 시간단축의 곤란성을
고려한 유예사업을 설정한다는 방법으로 10년 동안에 걸쳐 점진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주 40시간제의 원칙은 1997년 4월 1일부터 유예사업
없이 완전히 실시되게 되었다.
<표 3-2> 주 40시간제로의 단계적 이행 추이
구분
원칙
유예사업

1988. 4 .1
46/W
48/W

1991. 4. 1
1994. 4. 1
1997. 4. 1
44/W
40/W
44/W
46/W (일부는 1995. 4. 1～) 40/W

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에 대해 주휴 2일제의 채택 등에 의
해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단축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실
제 근로시간의 단축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근로자 한 사람당 평균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이 개시되기 전년도인 1987년에
1,938시간이었던 것이, 단계적 단축에 적응하여 감소하여, 1996년도에는
1,77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연간 총실근로시간도 1987년도
의 2,111시간에서 2002년도의 1,837시간까지 크게 감소해 왔다.45)
둘째, 한편으로는 거품경제 붕괴 후의 장기 경기침체로 인원삭감이
계속된 영향 등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에서의 소정 외 근로시간이 증가하고, 또한 20세대 중반에서 40세대
중반에 이러한 영향이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및 2007년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의 월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소정 내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실근로시간은 168.8시간에서 170.6시간으로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46)
45) 毎月勤労統計調査.
46) 厚生労働省, 勞働經濟百書, 2003年度, 194頁 이하 및 厚生労働省, 勞働經濟百書,
2009年度, 52頁 참조.

제3장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35

셋째, 주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소규모 상업 서비스업에 관한 특례를
두고있다. 즉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상업(별표1의 8호), 영화
연극업(10호), 보건위생업(13호), 접객업(14호)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특례규정(노동기준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주 법정근로
시간은 특별히 44시간으로 하고 있다(노동기준법 시행규칙 25조의 2).
나. 시간 외 휴일근로 및 할증임금
1) 시간 외 휴일근로의 의미
‘시간 외 근로’란 하루 또는 한 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제의 법정기준에 의한 휴일(법정휴일)의 근로를
의미한다.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의 잔업(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과 법정 외 휴일(‘주휴 2일제’에서의 1일 휴일, 주휴일이 아닌 축
일휴일)의 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
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 외 근로’로 규제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
로시간을 초과한 소정근로시간이 된다.
이처럼 노동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 외 근로)와 ‘소
정시간 외 근로’와는 엄격히 구별되고, 또 ‘법정휴일에 있어서 근로’(휴
일근로)와 ‘소정휴일에 있어서 근로’와는 준별되며, 각각 전자에 대해서만
노사협정의 체결 신고와 할증임금의 지불 등의 법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업실무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들을 포괄적으로 ‘소정 외
근로’라고 하여, ‘36협정’을 체결한 다음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시간 외 휴일근로의 변천
노동기준법은 종래 시간 외 휴일근로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노
사협정의체결및신고와2할5푼의 할증임금을지불함으로써가능하게하였
다. 이러한 일본의 법제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1일 또는 1주 등의 상한시
간을 법정한 다음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일반적으로 5할의 할증률을 규정하
고 있는 유럽 선진국(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매우 관대한 법제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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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소정 외의 근로시간(그 상당부분은 시간
외 근로)은 경기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서 기업규모에 관
계없이 널리 행해져서, 일본의 연간 총실질근로시간이 2,100시간을 초
과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1989년부터는 시간 외 근로협정에서
정하는 시간 외 근로시간 수에 대해 연간 450시간의 상한기준이 설정되었
다. 또 같은 기준을 정하는 적정화지침은 1993년 1월부터 개정되어 연간
기준이 36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실제 최대로 문제가 되는 시간 외 휴일근로의 할증률에 대해서는
유럽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인상 주장이 노동계 등으로부터 강력하게 대두
되는 한편, 경제계로부터는 주 40시간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이중 비용부담
(할증임금의 시간단위 인상과 할증률의 인상)이 된다고 하여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 또 대기업의 노사교섭에서조차 할증률이 5할의 수준에 거의 못
미치는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1993년 노동기준법 개정에서는 점진적인
입장에서부터 시간 외 휴일근로의 할증률을 2할 5푼 이상 5할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령(政令)으로 위임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계속하여 시간
외 근로의 할증률을 종전대로 2할 5푼 이상으로 하면서 휴일근로의 할증률
을 3할 5푼 이상으로 하는 정령( 勞働基準法37條の時間外及び休日の割增
賃金にかかる率の最低限度を定める政令 1994 政令 第5号 이하 할증률령 )
이 제정되었다.
노동기준법 전반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진 1998년에도 할증률 인상만은
중소기업에서의 주 40시간제의 보급 및 노사교섭의 진전을 지켜봐야 한다
고 하여 연기되었다. 그러나 상한규제에 대해서는 종래 명문의 법적인 근
거 없이 정해진 시간 외 근로협정의 적정화지침 을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기준’으로 편성하여 사업장의 노사는 시간 외 근로협정이 이 기준
에 적합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행정관청은 협정당사자에 대해 조
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6조의 개정).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하는 소정 외 근로에 대해서는 화이트컬러를 중심으
로 자기신고제하에서 소정 외 근로시간을 실제보다도 적게 신고하는 등,
‘임금미지급 잔업’(‘서비스잔업’)의 확대가 문제가 되었다. 후생노동성은 이
러한 문제에대처하기위해, 중앙노동기준심의회의건의에의거하여, 2001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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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자가 자기신고제하에서도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파악할 책무
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통달로 설정했다.47) 2003년 5월에는
임금미지급 잔업 종합대책요강 48)을 마련한 다음, 서비스잔업이 없도
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였다. 그 후, 전국 노동기준감독서에서 중점적인 감
독 지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상당한 서비스잔업 행위가 시정되
고 있다.49)
그리고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이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1개월에 8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 이상으
로 인상하는 노동기준법 개정안이 2007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법안은
2008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1개월에 80시간’에서 ‘1개월에 60시간’으로 수
정되어 통과되었다(2008. 12. 12. 法89).
3) 36협정에 의한 시간 외 휴일근로

노동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사업장의 과반수대표가 서면으로
노사협정(이를 ‘36협정’이라 함. 이하, 36협정)을 체결한 다음, 이를 노동기준
감독서장에게 제출하면 근로자로 하여금 동 노사협정에서 정한 시간 외 휴
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36협정은 각 사업장 단위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정의 일방 당사자는
사용자이며, 상대방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반수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과반수대표자)가
된다. 동 협정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① 시간 외 휴일근로의 구체적인
사유, ② 업무의 종류, ③ 근로자 수, ④ 시간 외 휴일근로의 상한, ⑤ 협정의
유효기간(실무상으로는 대체로 1년) 등이다(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36조).
47) 勞働時間の適正な把握のために使用者が講ずべき措置に關する基準について (2001.
4. 6 基發 339号)―시업 종업시각을 실제와 같이 확인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언급
하고 있다.
48) 2003 基發 0523003号.
49) 2007년의 경우, 1,722기업에서 총액 약 272억 엔에 해당하는 서비스잔업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1,221기업에서 근로자 11만 명을 대상으로
총액 116억 엔에 해당하는 서비스잔업의 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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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럽에서는 시간 외 근로의 상한 자체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 36협정의
체결은 요구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간 외 근로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아
이것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에는 시간 외 근로가 일본적 고용시스템에 있어 해고를 회피하는 수단
으로서 기능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 외 근로를 법으로 강력하게 금
지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1982
년 이후, 시간 외 근로의 상한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로 적정화 지침
으로 목표를 정하여 행정지도를 해 왔다.
그러나 행정지도의 근거조문이 없다는 문제 등이 있어, 1998년에 노동
기준법을 개정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시간 외 근로의 상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노동기준감독서장은 필요에 따라 조언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 제36조 2～4항).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노동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에서 정
한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등에 관한 기준(이하, 한도기준)50)으로 종전의 목
표시간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3-3 참조). 단 휴일근
로는 이러한 한도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3-3> 시간 외 근로의 한도기준

(단위: 시간)
기간
1주간 2주간 4주간 1개월 2개월 3개월 1년간
시간 외 근로 15
27
43
45
81 120 360
상한

위의 한도기준은 종전의 지침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으로, 강
행적인 기준을 설정한 조문구조로는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행정에
의한 조언지도를 전제로 한 다음(노동기준법 제36조 4항), “노사협정의
시간 외 근로시간을 설정함에 있어 한도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만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50) 정식 명칭은 労働基準法第36条第1項の協定で定める労働時間の延長の限度等に
関する基準(1998. 労告 154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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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간 외 근로의 한도기준과 관련하여, 2008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에는 특별조건부협정(特別条件付き協定) 으로 한도기준을 초과는
경우에는 25%의 법정 할증임금을 상회하는 할증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노력의무조항을 도입하였다.
4) 할증임금의 산정 기준

노동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시간 외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초 할증률은 25%로 하고 있었지만, 1994년 개정에서
‘25% 이상 50% 이하’로 되어, 이에 따라 노동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시간 외 및 휴일의 할증임금에 환한 비율의 최저한도를 정한 정령(1994
政5号) 으로 휴일근로의 할증률을 35%로 인상하였다. 또한 2008년 노동기
준법 개정으로 1개월에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
금은 50%로 인상되었다(노동기준법 제37조 1항 단서). 이 규정은 2010. 4. 1.
부터 시행하였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
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노동기준법부칙 제138조).
따라서 한도기준의 개정으로 2010년 4월 이후, 사용자는 월 45시간까지의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25%, 월 45시간 이상 60시간까지의 시간 외 근로
에 대해서는 25%를 넘는 협정할증률(단, 노력의무임), 그리고 대기업의 경
우로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심야근로(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25%의 할증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시간 외 근로와 심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25%+25%=
50% 이상, 1개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와 심야근로가 중복되
는 경우에는 50%+25%=75% 이상의 할증임금, 휴일과 심야근로가 중복
되는 경우에는 35%+25%=60% 이상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비해,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임금은 35%로도
상관없다.51) 이는 휴일근로가 시간 외 근로와 법정 외 근로라는 점에서
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에서 법정 외 근로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당 시간 외 근로

51) 1947. 11. 21. 基發 366호, 1958. 2. 13. 基發 90호, 1994. 3. 31. 基發 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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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휴일근로와 주당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
금의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휴일근로와 1개월 60시간을 초과
하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의 중복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에
비해, 주휴 2일제에서 법정휴일(예를 들어, 일요일)이 아닌 휴일(이를 통
상 ‘법정 외 휴일’ 또는 ‘소정휴일’이라 칭함, 예를 들어 토요일)의 근로는
법정휴일근로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주당 및 1개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
간 외 근로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52)
다.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1) 적용제외의 취지

노동기준법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비롯하여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농업, 축산 수산업(임업을 제외한 별표 1의 6호 7호. 1993년 개정으로
임업에도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다)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사
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독 또는 관리지위에 있는 자 혹은 기밀사무를 취
급하는 자” 및 “감독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행
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41조 1호～3호).
이들에게는 사업과 업무의 특수성에서 이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원칙
그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위의 규정에 의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뿐이므로, 위에서 열거한 적용제외
자에 대해서도 ‘심야업’의 규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고, ‘심야업’이 되는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이외 심야업의 할증임금을 포함하여 소정의
임금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는 별도로 심야업 할증임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1988. 3. 14 基發 150号). 또한 연소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업 업무를 제외하고는 심야업을 시킬 수 없다(예를 들어 농림
축산 수산업에서는 결국 심야업을 시킬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동법
제39조)도 이 규정에 의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
52) 2009. 5. 29. 基發 0529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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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러한 산업의 경우에는 기후 계절 등 자연 조건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용에서 제외된다.
3) 관리 감독자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근로자가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즉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무
관리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결정하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근로시간의
관리 감독권한에 따라 자신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인 재량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리 감독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
이다.
이에 행정해석은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 입장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법제정 당시부터의 일관된 견해였으므로,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실태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947. 9. 13 基發 17号, 1988. 3. 14 基
發 150号). 행정해석 및 판례53)에는 ① 사업주의 경영에 관한 결정에 참가
하고, 노무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인정되고 있을 것, ② 자기의 출퇴
근을 비롯하여 근로시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일반 근로
자들에 비해 그 지위 및 권한에 상응하는 임금(기본급, 수당, 상여)상의
처우를 받고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판례 중에는 통상 취업시간에 구속되는 출퇴근의 자유가 없고, 또한
부하의 인사고과 및 은행의 기밀사항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경영자와
일체가 되어 은행경영을 좌우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은행의 지점장
대리는 관리감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54)가 있다. 또한
53) 예를 들어 育英会事件, 2002. 4. 18, 札幌地判, 労判 839号, 58頁이 있다.
54) 静岡銀行事件, 1978. 3. 28, 民集 29巻 3号, 273頁. 학원의 영업과장에 대해 같은
취지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서는 育英会事件, 2002. 4.
18, 札幌地判, 労判 839号, 58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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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관리를 받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점장 및 가라오케의 점장도 ‘관리감
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55)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
함하여 요리사의 근무일정을 결정하는 호텔 요리장도 노무관리상 권한이
불충분하고 출퇴근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 ‘관리감독자’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해석한 판례도 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 종업원(clew)의 채용, 시급 금액, 근무시프트 등의
결정을 포함한 노무관리 및 점포관리를 하고, 자기의 근무 스케줄도 결정
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점장도 영업시간, 상품의 종류와 가격, 입 반출
등에 있어 본사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 기업 전체의 경영방침에도 관여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다.56)
4)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

‘감시근로’란 일정한 부서에 속하면서 감시하는 일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근로를 말한다. 또 ‘단속적
근로’란 실제 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 근로의
경우로, 기다리는 시간이 실제 작업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그것과 동등한
것이 기준으로 된다. 그리고 실제 작업시간의 합계가 8시간을 초과할 때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1947. 9. 13 發基 17号, 1948. 4. 5 基發 535号, 1988.
3. 14 基發 150号). 이들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는 예를
들어 수위, 건널목지기(1일 10번 정도의 왕복허가), 초 중학교의 용무원,
임원 전용 자동차운전사, 단지 관리인, 격일근무의 빌딩 경비원 등이 있다.
행정관청의 허가는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효력발생
요건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8시간을 넘게 근로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시간 외 근로에 대한 할증수당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57)
55) レストラン ビュッフェ 事件, 大阪地判 1986. 7. 30, 労判 481号, 51頁; 風月荘事
件, 大阪地判 2001. 3. 26, 労判 810号, 41頁; シンコーポレーション事件, 大阪地判
2009. 6. 12, 労判 988号, 28頁.
56) 日本マクドナルド事件, 東京地判 2008. 1. 28, 労判 953号, 10頁.
57) 靜岡市敎職員事件, 東京高判 1970. 11. 27, 行集 21巻 11＝12号, 1356頁; 共立メン
テナンス事件, 大阪地判 1996. 10. 2, 勞民 760号, 4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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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시간 단축의 경과 및 향후 과제
가. 근로시간 단축의 경과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은 마에가와 리포트의 권고에 따라 노동기준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간 근로시간이 2,100시간을 초과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계기로 총근로시간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 1,754시간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으로 거의 영국과 미국 수준으로 단축
되었다.58) 여기서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과조치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로시간은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로 단축
된 것이 아니라 48시간→46시간→44시간→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
축되었고, 또한 각 단계에서 업종 규모에 의한 시간단축의 곤란성을 고려
하여 유예사업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경우 1988년에 개정 노동기준법의 시행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었지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의 중소기업 등에서는 1997년까지
경과조치를 두어 ‘주 44시간 근로제’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경과기간을
거쳐, ‘주 40시간제 원칙’은 10년이 지난 1997. 4. 1.부터 유예사업 없이
완전히 실시하게 되었다.
2) 노사의 자율적 유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함에 있어 법으로 이를 강제하지 않고, 노사가 36
협정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다. 특히 중
58)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조사(毎月勤労統計調査) 에 의하면,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총근로시간은 1995년에 1,910시간, 2000년에 1,853시간, 2005년에
1,802시간, 2010년에 1,754시간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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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의 경우에는 시간단축에 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조성금’을
지급하여 이를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조성금제도는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59)
특히, 36협정의 경우에는 기업이 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고, 가령 이를 강제하더
라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업시간은 일종의 고용조정에 있어 ‘버퍼(buffer)’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간 외 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할증률’을 인상함으로써 노사가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가도록 유도해 오고 있다.60)
3) 주 이틀 휴무제의 보급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서는 ① ‘주 이틀 휴무제(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지연, ② 연차유급휴가 소화율의 저하, ③ 법정 시간 외 근로(잔업)의 일상
화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정부가 국가기관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주 이틀
휴무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동 제도가 전체 산업으로 보급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61)
후생노동성의 취로조건종합조사(就労条件総合調査) 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 시작한 1988년의 경우, 완전한 형태의 ‘주 이틀 휴무제’를
도입한 기업(종업원 30인 이상)은 전체의 7.5%(전체 근로자의 29.5%)에
지나지 않았으나,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제가 완전히 실시된 1997년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3할 이상(전체 근로자의 6할 이상)으
로 급증하였다.

59)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관계자(調査官)와의 인터뷰(2012. 6. 14)에서 인용.
60)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관계자(調査官)와의 인터뷰(2012. 6. 14)에서 인용.
61) 荒木尚志(東京大学教授), 인터뷰(2012. 6. 14)에 의하면, ‘주 이틀 휴무제’를 우선
관공서 및 은행기관에 실시하게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대관업무 및 금융업무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이 주 5일 근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한 것이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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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의 협조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적으로 임금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노동조합은 근
로시간 단축에 소극적이거나 또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
우,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조합의 커다란 저항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
이하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62)
첫째, 일본은 유럽과는 달리 직무급이 아니라 시간급이므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월급제
이므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바로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쉬운 점이 있었다.
둘째, 사용자 측의 입장에서 보면, 법정근로시간은 48시간에서 40에서
줄어들어도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잔업의 증가는 금전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시는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로 무역흑자였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수용하기 쉬운 측면이 있었다(임금의 상승: 1/48
시간⇒1/40시간).63)
5)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를 동시에 추진

일본은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에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시간 외 근로(잔업)를 줄이고 산업구조
및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양적 규제’와 더불어
‘질적 규제’를 동시에 추진해 온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상당히 진전되었음에 비해, 근로시간의 유연
화는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로 노동조합 및 노동감독관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유연화하게 되면 근로
시간이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반대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이 유연화하게 되면 ‘근로시간 감독’이라는 본연의 일이 없어지기
62)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63)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이 주 48
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간 40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용자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수용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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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반대하였다.64)
6)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으로는 흔히 ①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② ‘여가보장’, ③ ‘Work(Job) Sharing’ 등을 드는데, 일본의 경우
에는 과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장시간 노동이
다소 완화되어 근로자들의 삶이 다소 여유로워진 측면은 있으나, ‘Work
(Job) Sharing’에 있어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65)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여가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목적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였다. ‘여가’에 대
한 일본인들의 개념은 매우 애매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근로시간의
단축이 결과적으로 여가가 늘어나게 되는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둘째, 일본에서도 ‘Job Sharing’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나 거의 효과가
미미하며,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일을 복수의 근로자가 나
누어 하는 것은 수위나 경비처럼 일이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전문직이나 통상적인 화이트컬러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백화점 판매원의 경우에도 일정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Job Sharing’이 어려우나, 미국의 경우에는 가능할지도 모른다).66)
셋째, 일본에 있어서 ‘Working Sharing’ 또한 이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
난다는 원리는 경제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으나, 개개인 경영자의 경우
주 44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이면 2시간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잔업을 2시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고용을 늘리게 되면 교육 등에
64)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65) 荒木尚志(東京大学教授), 인터뷰(2012. 6. 14) 및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
(2012. 6. 12)에서 인용.
66)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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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는 노사 양측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유럽처럼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등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4만～5만 명이 늘어났다는 보고도 있지만, 14만～15
만 명 정도 늘어나지 않으면 효과 면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67)
넷째,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 및 여성들의
고용유지에는 나름대로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유럽과는 달리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해고하지 않고 가능한 고용을 유지하려는 일본적
고용관행이 강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기업은 경기가 위축
되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하다가, 경기가 회복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잔업을 늘려서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잔업이 고용의
버퍼(buffer) 역할을 함으로써 고령자 및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68)
나. 향후의 과제
일본의 경우,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이래,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
간 하루 8시간’으로 단축하고, ‘주 이틀 휴무제’의 보급을 장려하는 등 근
로시간 단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총근로시간의 단축에는 가시적
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전체 산업 및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미치기보다는 회사의 규모, 고용형태,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시간의 ‘양극화 현상’
우선, 근로시간에 있어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67)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68)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관계자(調査官)와의 인터뷰(2012. 6. 14)에서 인용.

48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근로자(파트타임 이외의 근로자)에 한하여 보면,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근로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을
포함한 근로자 전체를 보면, 반대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
지는 이유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69)
둘째,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총근로시간은 줄어들었음에 비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통계70)에 의하면, 5인 이상 기업의 일반근로자
(풀타임 정사원)에 대한 근로시간의 경우, 1995년에 2,038시간(연간), 2000
년에 2,026시간, 2005년에 2,028시간, 2010년에 2,009시간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총근로시간이 1995년에 1,910시간
(연간), 2000년에 1,853시간, 2005년에 1,802시간, 2010년에 1,754시간으로
단축된 것은 파트타임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
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71)
셋째, 일본 총무성(総務省)의 조사72)에 의하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69) 후생노동성, 毎月勤労統計調査(2011年) 에 의하면, 파트타임근로자를 제외한 경우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 총근로시간은 1,943시간인 데 비해, 100～499명의 중
기업은 1,975시간, 5～29명의 소기업은 2.04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파
트타임근로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역으로 대기업의 근로시간이 1,831시간인 데
비해, 중기업은 1,813시간, 소기업은 1,688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70) 厚生労働省, 毎月勤労統計調査(2011年) .
71) 일본 총무성(総務省), 労働力調査 (～2001년 및 2002년～)에 의하면, 1985년에
파트타임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523만 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710만 명,
1995년에는 825만 명, 2000년에는 1,024만 명, 2005년에는 1,120만 명, 2010년에는
1,192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비정규직은 서서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3할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내역(2010년 현재)을
보면, 이 중 파트타임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1,192만 명으로 가장 많고(67.9%),
계약 및 촉탁 등이 467만 명(26.6%), 파견근로자가 96만 명(5.5%)으로 집계되고 있
다. 참고로 파트타임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100시간
대로 나타나고 있다(거의 변동 없음).
72) 일본 총무성(総務省), 労働力調査 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 중(임업 제외)에서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1990년에 15.9%, 1995년에 10.8%, 20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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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는 90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는
약 10% 전후에 그치고 있으나, 30대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 60시
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남성 중에서도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40대, 20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단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배경에는 파트타임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의 급증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노동력이라 할 수 있는 정규직
(full-time) 남성근로자의 경우(특히 30대 중심)에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휴일근로의 감소 및 평일근로 증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주 이틀 휴무제’의
보급으로 약정휴일인 토요일의 평균근로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평일(월～금요일)의 근로시간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불변하다는 사실이
구로다 사치코(黒田幸子)의 연구73)에서 밝혀졌다.
위 연구는 일본 총무성의 사회생활기본조사(社会生活基本調査) 의
개별 지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한 것인데,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토요일의 근로시간이 짦아진 대신, 평일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말근로가 평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인들의 평균수면시간이 짧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74)
따라서 일본 대기업 중에는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잔업이 긴 경우도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히타치제작소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연간 2,100시간대에 이르며, 잔업도 월평균 30시간 정도로
많은 편이다.75) 미쓰비시의 경우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2,100시간을 초과
11.0%, 2005년에 11.7%, 2010년에 9.5%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73) 黒田幸子, 日本人の労働時間 , RIEIT Policy Discussion Paper Series 10, 2010. 1.
74)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黒田幸子의 앞의 논문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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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시간 외 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보면 월 58시간, 연간
540시간으로 36협정의 한도기준인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훨씬 초과
하고 있으며, 특별연장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 115시간, 연간 800시간
까지 가능하다고 한다.76)
3) 연차유급휴가의 소화율 저조

노동기준법은 근로자가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다는 객관적인 요건(제39조 1항)을 충족하면, ‘법률상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계속 근무요건은 종래에는 ‘1년간’이었
는데, 1993년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6개월간’으로 개정되었다.
연휴의 법정 부여 일수는 아래 <표 3-4>와 같이 근속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을 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근로
일을 10일의 휴가일수에 가산하고, 근속 2년 6개월에 달한 이후에는 근속
1년마다 2근로일로 가산한다. 최대일수는 20일이다(동조 2항).
<표 3-4> 연휴 법정 부여 일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근속연수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6개월
연차유급휴가 10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20일
부여 일수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연휴취득률이 낮아 계획연휴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휴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통계77)에 의하면, 2010년(또는 2009년)
1년 동안 기업이 부여한 연휴일수(이월일수는 제외)를 보면, 근로자 한
사람당 평균 17.9일(전년도 17.9일)이지만, 이 중 실제로 근로자가 취득한
일수는 8.6일(전년도 8.5일)에 불과하여, 취득률은 48.1%(전년도 47.1%)로
75)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인사노무 담당자와의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76)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인사노무 담당자와의 인터뷰(2012. 6. 11)에서 인용.
동 인터뷰에 의하면, 연휴취득률은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
77)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平成23年就労条件総合調査の概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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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편이다.
일본에서 이처럼연휴소화율이 낮은 이유로는① 장기간 휴가는일본인의
생활습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② 동료에게 폐를 끼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③ 질병으로 인한 휴가 등 만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④ 연차 후에는
업무가 바빠지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연차 취득률이 낮다. 한편 일본의
연휴는 3주 정도면 충분하므로, 연말연시나 중추절, 신정(정월) 연휴로도
충분하며, 연휴사용에는 비용(신칸센 이용비, 호텔비 등)이 많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78)
한편, 일부 제조업(도요타 및 도시바 등과 같은 자동차메이커)의 경우
에는 연휴취득률이 평균 9할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명절 등에
공장이 일제히 문을 닫고 휴업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컬러의
경우에는 이처럼 계획연휴를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취득률이
상승되지 않고 있다.79)

제2절 근로시간의 유연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종전과 같이 근로시간법제를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 근로시간을 보다 효율적
으로 운용하려는 발상에서 <표 3-5> 및 [그림 3-1]과 같이 ‘변형근로시
간제(탄력근로시간제)’를 비롯하여 ‘플렉스타임제(선택근로시간제)’ 등 다양
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78) 菅野和夫, (労働法) (第9版), 弘文堂. 2010年, 336頁 및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79)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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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을 단위로,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을 경우, 특정한 날 또는 주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도 법정근로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운용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수기 및 비수기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을 유연
하게 배치할 수 있으며, 총근로시간의 단축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일(日) 또는 주(週)에 따라 변동되면, 근로자의 생활
리듬이 깨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
다. 이에 노동기준법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이러한 변형근로시
간제를 허용하고 있다.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4주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만 존재하였지만,
1987년 개정으로 ‘4주 단위’가 ‘1개월 단위’로 변경되었고, 새로이 ‘3개월 단
위’(후에 ‘1년 단위’) 및 ‘1주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 따라
서 현행 노동기준법에는 ‘1개월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변형근로시간
제(제32조의 2)’, ‘1년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변형근로시간제(제32조
의 4)’, ‘1주간 단위의 비정형적 변형근로시간제(제32조의 5)’ 80) 외에, 후
술하는 ‘플렉스타임제(제32조의 3)’가 있다.
이 제도는 ‘노사협정’을 통하여 도입되는데, 후생노동성의 2011년 취업
조건 종합조사 개황) 81)에 의하면, 전체 기업의 절반을 넘는 53.9%가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업원 1,000명 이상이
74.4%, 300～999명이 67.8%, 100～299명이 56.9%, 30～99명이 51.4%로
80) ‘1주간 단위의 비정형적 변형근로시간제’는 성수기 및 비수기에 따라 하루하루의
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응한 제도이기 때문에, ‘비정형적 변형근로
시간제’라고 한다. 동 제도의 이용요건은 과반수대표와의 노사협정의 체결(또는
노사위원회 등의 결의)과 신고가 필요하며, 1주간의 각 일에 대한 근로시간은
당해주가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태 및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날 서면통지로도 가능하나, 하루의 근로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노동기준법 제32조의 5 제1항).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은 성령(省令)으로 정한 소매업, 여관, 요리점 및 음식점으로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된다(노동기준법규칙 제12조의 5).
81) 보다 상세한 것은 厚生労働省, 平成23年就労条件総合調査の概況 , 7頁 이하 참조.

제3장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53

나타나, 기업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도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는 광업, 채석업, 사리채취업이 86.9%로 가장 높고 금융업, 보험업이
18.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종류별로 보면,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36.9%로
가장 높고,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14.1%, 후에 소개하는 플렉스
타임제가 5.9%로 나타나고 있다.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48.9%로, 종류별로 보면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24.6%로 가장 많고,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15.9%, 플렉스타임제가 8.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5> 유연근로시간제의 개요

근로시간 제도

통상의 근로시간 제도

변형 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로시간제)
1개월 단위
1년 단위
1주간 단위

내용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해야 한다.
※ 토요일을 반일 근무로 하는 제도(예: 월～금이 7시간 20분,
토요일이 3시간 20분) 채택도 가능하다.
※ 특례조치대상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의 ① 상업, ② 영화
연극업(영화 제작사업은 제외), ③ 보건위생업, ④ 접객
오락업)에 대해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4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다.
(※ 이 기준을 초과할 때 할증임금 지급 의무 발생)
번망기의 소정근로시간을 길게 하는 대신에 번한기의 소정근
로시간을 짧게 하는 것과 같이, 업무의 번한과 특수성에 따
라 노사가 함께 근로시간 배분 등을 하고, 이에 따라 전체의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당의 근로시간이 40
시간(특례조치대상 사업장은 44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1일 및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노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1년 이내의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특례조치대상 사업장도 마
찬가지임)의 범위 내에서 1일 및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연간 근로일수(280일)와 근로
시간(10h/日, 52h/週)의 상한이 있다].
규모 30인 미만의 소매업, 여관, 요리 음식점 사업에 한하여
노사협정으로 1주간 단위에서 매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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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
(flextime제)
사업장 외
간주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의 총근로시간을 정해 두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각 일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선택하여 일하
는 제도이다(주평균 40h, 1개월당 주평균 50h).
근로자가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이다.
연구개발 등의 업무, 혹은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 입안 등의 업무에 대하여, 그 성질상 업무 수행방법과
재량근로제 시간의 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을 노사협정 및 노사위원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 해당 노
사협정과 결의에서 정한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대상업무(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등 19종)에 대하여
전문업무형 업무의 수행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어려운 업무의 경우에 도입할 수 있다.
대상업무(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 입안, 조사,
분석의 업무로, 업무의 성질상, 그 수행 방법을 대폭적으로
기획업무형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기로 하는 업무의 경우에 도입할 수 있다.
자료: 厚生労働省 都道府県労働局 労働基準監督署, 働き方に応じた適正な労務管理
を実施しましょう 2019.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스타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스타임제)’란 근로자가 단위기간 내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근로를 개시하고
또한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노동기준법 제32조의 3). 당해 단위
기간(청산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내에 있으면 특정
일(日)또는 주(週)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로
평가하지 않는 점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에 유사하다. 그러나 근로자 자신이
근무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산기간 내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상회하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점에서 변형근로
시간제와는 다른 점도 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안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량근로제와 기능적으로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재량근로제는 실근로시간을 문제로 하지 않는 ‘재량시간제’임에 비해, 플렉스
타임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나 실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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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속하는 제도이다.
[그림 3-1] 유연근로시간제의 종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으로는 첫째, 취업규칙으로 시업 및 종업
시각의 결정을 근로자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근로
자는 근로시간의 개시 및 종업시각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반수대표와 노사협정을 체결 신고하여야 하며, 이하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3개월 이내의 청산기간,
③ 청산기간 내의 총근로시간, ④ 성령으로 정한 사항으로 표준이 되는
하루 근로시간, 코어타임(core time: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해야 하는 시
간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플렉스타임(flexible time
: 자유롭게 출퇴근 할 수 있는 시간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
료시각 등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노동기준법 제32노의 3 제1～4호, 노
동기준법규칙 제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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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선택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셋째,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향후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여, 기혼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 양육이나 등하교
서비스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2018년 법개정 시에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실시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1개월의 근로
시간이 주 평균 5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됨에 주의해야 한다(그림 3-2 참조).
2. 간주근로시간제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에 도입된 간주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의 길이와
분리하여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이다.
1987년 개정에서는 ‘사업장 외 근로’와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가 도입되
었으며, 그 후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1998년 개
정에서는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가. 사업장 외 간주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파악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1987년 개정 이전에는 당시의 노동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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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2조에서 사용자가 미리 특단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통상적
인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
로기준법 본 법에 이와 같은 근로시간 간주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그 시행규칙에서 간주규정을 두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
어 왔다. 이에 1987년 개정 시에 사업장 외 근로에 대한 간주시간제를 본
법에 도입하게 되었다(제38조의 2).
사업장 외 근로의 경우, 모든 근로에 대해 간주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장 외 근로로써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외에서 취업하는
경우에도 그룹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그중에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무선 포켓벨 등을 통해 수시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근로하는 것 등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간
주시간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82)
나. 재량근로제
1) 취지 및 연혁

종전의 노동기준법은 관리감독자 등의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 근로
자(제41조)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시업 및 종업시각, 법정근로시
간, 시간 외 근로 등의 법 규제하에 두고, 동시에 근로시간의 엄격한 계산
을 요구해 왔다. 또한 일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 그 근로에 대해 할증임금규정(제37조)에 의해 근로시간에 비례하
여 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술혁
신, 서비스 경제화, 정보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근로수행의 방법에 대
해 근로자의 재량의 폭(자유도)이 커지고, 업무수행의 실태와 능력발휘
의 목적에서 그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제하
는 것이 부적절한 전문적 근로자가 증가했다. 이러한 근로자 중에는 근로
의 양보다도 질 내지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람들
도 늘어나게 되었다.

82) 1989. 1. 1. 基發 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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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에는 이러한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종래의
일률적 근로시간 규제를 개선하고 일정한 전문적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노사협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
정 근로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였다.83) 이
에 따라 일정한 전문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주체적(재량적) 업무수행 때
문에 근로시간의 법적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또한 근로기간에 따라
서가 아니라 질 내지는 성과에 의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1998년 개정 전의 노동기준법 제38조의 2 제4항 5항).
1987년 개정 당시의 제도에서는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 법규정상
“업무의 성질상 그 수행의 방법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업무의 수행 준비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업무”라는 포괄적 정의만 규정하고,
통달에서 이를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기술자, 정보처리기술자, 프로듀서,
디렉터, 디자이너 등 다섯 개의 전문적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었다.84)
그러던 것이 1993년 개정에서는 대상 업무를 성령에 의해 한정열거하기로
하고, 종래 통달에서 예시하고 있던 다섯 개의 업무를 기본으로 열거하게
되었다(노동기준법규칙 제24조의2 제6항)
그 후 재계에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량근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용도가 증가함과 동시에, 대상 업
무에 대한 확대요청도 증가하게 되었다.85) 1998년의 노동기준법 개정에
서는 재계의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기업의 본사 등 중추부문에서 기획,
입안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내에 설치되는 노사위원회가 제도내용을 심의하고 결의함에 따라 재량근로
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8조의 4).
종전의 재량근로제는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라고 하는 데 비해(노동
기준법 제38조의4), 1998년 개정 시에 신설된 재량근로제는 ‘기획업무형

83) 재량근로제에 관해서는 東大勞硏, 注釋勞基法(下) , 有斐閣, 660頁[水町]을 참조
하였다.
84) 1988. 1. 1 基發 1号.
85) 日經連裁量労働制硏究意見, 199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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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라고 한다. 후자는 노사위원회에 의한 결의 등의 보다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고 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용도가 현저하게
낮았다.86) 그래서 2003년에 그 요건을 약간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4. 1. 1. 시행).
2) 재량근로제의 기본구조

재량근로제는 전문업무형이든 기획업무형이든, 법소정업무에 대해 노사
협정으로 간주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협정으로 정하는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간주제)’이다. 단 재량근로제에서도 휴게(노동기
준법 제34조), 휴일(동법 제35조), 시간 외 휴일근로(동법 제36조, 제37조),
심야업(동법 제37조)의 법적 규제는 여전히 미친다. 따라서 간주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협정의 체결 및 신고와 할증임금의
지불이 필요하다. 또 심야시간대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
매월 임금(기본급)을 실근로시간 수에 따라 계산하는 전통적인 임금제
도에서는 협정으로 정하는 ‘간주근로시간’은 해당 재량적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이 통상 근로하는 시간 수를 협정하고, 만약 그 협정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증임금을
지불하게 된다(통상근로시간 간주제). 그러나 재량근로제의 보다 전형적인
형태는 연봉제, 직무등급제 등의 성과 능력주의 임금제도하에서 해당근
로자들이 실제로 근로하는 시간 수를 문제 삼지 않고 해당사업장의 소정근
로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소정근로시간 간주제)이다.
단 ‘소정근로시간 간주제’는 소정 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불을 필요
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임금면에서 근로자가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
다. 그래서 이러한 간주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고도로 전문
적 내지 기획적인 것이고, 근로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근로자의 능력발휘
에 방해가 된다는 점, 따라서 해당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고도의 자율성이
86) 2001年 就勞條件總合調査速報에 의하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고 있
는 기업은 불과 0.4%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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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될 것, 그러한 근로자그룹이 할증임금 미지불을 보충하고 남음이
있는 경제적 대우를 받을 것, 해당직장에서 연차휴가가 거의 완전히 소진
될 것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재량근로제는 창조적 근로를 위한 재량성을
본질로 하는 것이고, 대상근로자가 어디에서 몇 시간,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자유(자율성)로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재
량근로제는 해당근로자가 제자리에 없어도 상사는 불평할 수 없다(회의
에 대한 출석 등도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실시한다)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는 1일 및 1주의 법정근로시간의 특칙으로 만들어진 제도
이므로 1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1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간주시간수를설정할수있다고해석해야한다.87) 통상은1일근로시간에대한
간주시간 수를 정하는 데 그치며, 주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소정 외 근로로
서의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상 고도의 재
량성과 고액의 연봉제하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 수도 주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법정주휴일(노동기준법 제35조)이 아닌 주휴일(주휴 2일제에 있
어서1일의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수로서 보수에 반영시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 제도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된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의 간주제이며 적용제외는 아니다. 그러나 전문적
업무나 기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인 근무방식으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주제를 후술하는 ‘적용제외 제도(이
른바 white-colour exemption)’로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3)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가) 대상업무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그 수행
방법을 대폭적으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당업무 수행수단 및 시간분배 결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서 명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다(노동기준법
제38조의3 제1항). 성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상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노동기준법규칙 제24조의2 제2항).

87) 행정해석은 ‘1일의 간주’만으로 한다(1988. 3. 14. 基發 150号, 2000. 1. 1 基發 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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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 인문 자연과학의 연구업무
② 정보처리 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업무
③ 신문 출판기사의 취재 편집,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취재 제작업무
④ 의복, 실내복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새로운 디자인 고안의 업무
⑤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프로듀서, 디렉터의 업무(이벤트 프로
듀서도 이에 포함한다)
⑥ 그밖에 중앙노동기준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업무
위의 ⑥의 업무로서 후생노동대신은 카피라이터의 업무, 시스템 컨설
턴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증권 애널리스트,
금융공학 등을 사용해서 행하는 금용상품개발자, 대학에서의 교수연구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부동산감정사, 변리사, 세무사, 중소기업진단
사의 업무를 지정하였다.88)
나) 요 건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노사협정에서
성령으로 정하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특정한 다음, 해당업무의
수행수단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시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제38조의 3 제1항).89) 협정은 단체협약의 형식(노조법
제14조)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기준법규칙 제24조의 2 제2항). 그리고 협정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38조의 3 제2항).
이렇게 해서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도입에는 사업장의 과반수노조
내지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은 이 집단적인 동의에 의해
88) 1997 労告 7号, 2000. 12. 25 労告 120号, 2002 厚労告 23号, 2003 厚労告 354号.
89) 2003년 개정 시에 노사협정에는 대상 근로자의 건강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고충처리
방법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제38조의 3 제1항 4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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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노사협정의 체결이라는 요건은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를 노동기준법상
적법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동 제도를 근로계약관계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대상근로자에 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노사협정의 내용에 따른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대상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적용에서는 적용대상자인 근로자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지만, 동 제도가 근로자의 주체적인 근무방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 능력발휘를 촉진하려 한다는 것이 취지인 이상, 본인의
동의는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실제상 요건이 될 것이다.90)
4)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가) 전제요건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업무로서 해당업무의 성질상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방법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업무수행의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업무”(노동기준법 제38조의4 제1항 1호)에 “대상 업무를 적절
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 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동항 제2호)”91)가 취로
할 경우에만 채택할 수 있다.92)
나) 대상업무
지침은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가 될 수 있는 예로서, ① 경
영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영상태 경영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 분
석을 하고 경영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는 업무, ② 동 부서에서 현행 사내조
직의 문제점과 태도에 대해 조사 분석을 하고 새로운 사내조직을 편성하는
업무, ③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태도
90) 菅野和夫, 労働法(第9版), 広文堂. 2010年, 324頁.
91) 지침은 ‘3년 내지 5년 정도의 직무경험’을 판단 시의 유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92) 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본 제도가 도입될 당시 이 제도는 “사업운영상의 중
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본사, 지역본사 등)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것
으로 여겨졌으나, 2003년 개정 시에 이 요건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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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조사 분석하고 새로운 인사제도를 책정하는 업무, ④ 동 부서에
서 업무의 내용과 그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사원의 교육 연수계획을 책정하는 업무, ⑤ 재무 경리를 담당
하는 부서에서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행하고 재무에 관하는
계획을 책정하는 업무, ⑥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효과적인 광고수법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행하고 광고를 기획 입안하는 의무, ⑦ 영업에
관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업성적과 영업활동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기업 전체의 영업방침과 상품의 전체적인 영업
계획을 책정하는 업무, ⑧ 생산에 관한 기업을 담당하는 업무에서 생산
효율과 원자재 등에 관계하는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행
하고 원자재 등의 조달계획도 포함해 전사적인 생산계획을 책정하는 업
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대상업무가 될 수 없는 예로서는, ① 경영에 관한 회의의 서무 등의
업무, ② 인사기록의 작성 보관, 급여의 계산 지불, 각종 보험의 가입 탈퇴,
채용 연수의 실시 등의 업무, ③ 금전출납, 재무제표 회계장부의 작성 보관,
조세의 신고 납부, 예 결산에 관계되는 계산 등의 업무, ④ 광고지의 원고
교정 등의 업무, ⑤ 개별적 영업활동업무, ⑥ 개별적 제조 등의 작업, 물품의
대량구입 등의 업무를 들 수 있다.
다) 절차적 요건
기업업무형의 재량근로제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한 후에 사업장의
‘노사위원회’93)가 대상업무 및 대상근로자의 구체적인 범위, 재량근로시간,
93) 노사위원회(労使委員会)의 위원은 사용자 및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위원의 반수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며, 임기를 정하여 지명하여
야 한다(노동기준법 제38조의 4 제2항 1호).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를 받는 관
리감독자(동법 제41조 2호)는 근로자 측의 대표위원이 될 수 없다(노동기준법규
칙 제24조의 2의 4 제1항). 위원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하며(노동기준법 제38조의 4 제2항 2호, 노동기준법규칙 제24조의 2의
4 제2항), 또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만 한다(노동기준법 제38조의 4 제2항 2호,
106조). 사용자는 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노동기준법규칙 제24조의 2의 4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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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대상근로자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5분의 4의 다수결로 결의해야 한다(노동
기준법 제38조의 4 제1항 1～5호). 또한 노사위원회의 결의에는 이들 사항
이외에, 재량근로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 및
동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도 규정해야 한다
(동조 제6호).
노사위원회의 결의는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
항 본문). 또 결의에 따라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
에도 노사대표위원은 어느 쪽에서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는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이리하여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노사대표자
절반씩으로 이루어진 노동위원회가 재량근로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신(新)재량근로제의 성공은 노사가 이러한 임무를 지는 노
사위원회를 어떻게 적절히 설치운영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설치한
제도의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제도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의
에 따라 각각의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라) 근로자의 건강 확보 조치
지침은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출 퇴근시각 또는
입 퇴실시각의 기록 등에 의해 대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노무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상근로자부터의 신고 및 상사에 의한 정기
적인 히어링 등에 기초하여 대상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파악한 대상근로자의 근무상황 건강상황에 따라 대상(代償)
휴일 및 특별휴가를 부여하거나, 건강진단 실시 또는 배치전환을 할 것,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을 촉진할 것, 심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창구를 설치할 것 등을 권장하고 있다. 재량근로자의 건강
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는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관리
하도록 하는 것은 재량근로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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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이트컬러 이그젬션(white-colour exemption)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 시에 5개 전문직을 중심으로 ‘전문업무형 재량
근로제’가 도입되었고, 1998년 개정 시에는 기획, 입안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그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5년에는 경영계를 중심으로 사무직근로자에 대
해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제도’의 도입
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종전과 같은 근로시간만으로는 일의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의 일정
한성과달성에대한합의를전제로자기책임하에근로시간을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95)
이 제도는 ‘일본경단련(日本経団連)’이 2005년에 제안한 이래, 2006년
12월에는 후생노동성이 법안요강을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에 회부하
였으나, 당시의 야당 및 노동단체는 이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제도를 도
입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과중하게 늘어나 과로사하고 잔업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논리로 반대하였다. 이에 법안은 미국의 화이트컬러 이그젬션
제도와는 달리 주 이틀 휴무 및 연간 104일의 휴일을 확보하도록 정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사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또한 이 제도의 적용자에
대해서는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하여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언론은 위의 법안을 ‘잔업수
당 제로 법안’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입
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 후, 경영계를 중심으로 다시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노동기준법상의 ‘감독 또는 관리자’에 대해서
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동법 제41조 1호～3호)를 이용하
여, 화이트컬러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사실상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제
94) 菅野和夫, 労働法(第9版), 広文堂. 2010年, 326頁.
95)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제도의 도입 배경 및 논의에 대해서는 島田陽一, ホワイト
カラーの労働時間制度のあり方 , 日本労働研究機構雑誌 第519号, 2003年을 참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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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가까운 효과를 이미 거두고 있으므로, 당장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의
문이다.96)
3. 재량근로제의 도입현황 및 운용사례
가. 재량근로제의 도입현황

후생노동성의 2011년 취업조건 종합조사 개황 97)에 의하면, 재량근로제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11.2%로 기업 전체의 약 1할 정도에 그치고 있으
며, 전년(11.2%) 대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류별(복
수회답)로 보면, ‘사업장 외 간주시간제’가 9.3%로 가장 높으며,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가 2.2%,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0.7%로 나타나고 있다.
재량근로제의 적용근로자를 보면, 전 근로자의 7.3%(전년도 6.9%)이며,
종류별로는 ‘사업장 외 간주시간제’가 5.6%로 가장 많고, ‘전문업무형 재량
근로제’가 1.2%,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가 0.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재량근로제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입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과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 등이 지적
되고 있다.

96) 다시 말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 범위가 좁은 재량근무제를 이용하기보다는
관리감독자로 취급하는 것이 더 간편한 면이 있어 노동기준법상의 적용제외제도의
이용도가 오히려 높다. 따라서 실제 노동현장에는 근로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이름만 관리감독자인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이 1975년에
관리감독자의 해석 기준을 완화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해서, 후생노동성은
부하가 없는 스태프(staff)직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자로 취급해도 좋다는 해석
을 함으로써, 관리감독자가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근래에는 부장의 경우 할
증임금을 받지 못하지만 부장 진급에서 누락한 자의 경우에는 할증임금을 받아
임금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태프에 대해서도 관
리감독직으로 해석함으로써 맥도널드 점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도 관리직으로
해석하고 있다.
97) 厚生労働省, 平成23年就労条件総合調査の概況 , 10頁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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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량근로제의 운용사례98)
1) 히타치제작소의 H워크

히타치(日立)의 경우, 1988년 개정 노동기준법에 따라 ‘플렉스타임제’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부서는 업무효율 향상이
기대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다. 청산기간은 1개월이며, 전
사원이 근무해야 하는 소위 코어타임(core time)은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3시 20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후, 1998년에는 ‘E(excellent)워크’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코어타임이 없는 플렉스타임제를 베이스로 한 제도로서, 실근로시간 관리
하에서 시간배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대신 정액의 ‘수당’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2004년에 ‘HI(hitach, high; inspire, innovative,
imaginative, intelligent)워크’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폐지하였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근로 능력 및 행동, 프로세스,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의 배분 또한 근로자에게 대폭적으로 위임하고 개개인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 있다.
HI워크제도의 목적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창조성을 유도
하는 데 있으며, 대상범위는 전 사업소, 전 부문을 대상으로 6급 이상(技
師 주임 기타 이에 준하는 근로자)으로 하며, 1～4급(주임기사 및 부장대
리 이상)은 제외된다. 이 제도는 본인이 동의하고 회사(상사)가 인정을 해야
만 적용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리
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HI워크제도하에서는 매일의 시작시간 및 끝나는 시간을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므로, 업무의 수행수단이나 시간배분 등을 결정함에 있어 상시
구체적으로 회사 또는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노동기준법 범위 내인 하루의 7.5시간으로
98) 본고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필자가 2012. 6. 10.에서 15일까지 현지 기업을 방문하여
인사노무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얻은 자료 및 설명을 기초로 작성한 내용
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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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있으며, 재량근로제하에서 회사는 실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
는다. 그러나 재량근로제의 범위 밖에 있는 법정휴일이나 심야시간에 대
해서는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HI워크제도 적용자에 대해서는 매월 정핵의 ‘HI워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당금액은 (본봉+본봉조정액)×30.5%로 계산하는데,
대략 35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따라서 위의 수당을 지
급하는 한, 법정휴일이나 심야시간을 제외한 잔업시간이 35시간을 초과
하더라도 시간 외 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병결이나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생산성 및 창조성이 기대되는 반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히타치에서는 컴퓨터 사용시간을
체크하여 일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팝업을 리얼타임으로 컴퓨터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예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따라서는
‘퇴근시간(정시퇴근) 선언’이나 ‘연휴취득 촉진’ 캠페인 등을 통하여 근로시
간 단축에 노력하고 있다.
2) NEC의 V워크

NEC는 1990년 이후, 전체 종업원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화이트컬러의
근로형태로 ‘재량근로제’,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비즈니스센터’ 등
다양한 재량근로제를 도입, 운영하여 왔다. 이 중, 1993년에 도입한 ‘재
량근로제’는 연구부문의 ‘주임직’이라 불리는 30대 전반의 연구원 약 300
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것이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99)
그 후, 1997년에는 ‘V(vital)워크’라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자기신고에 근로한 플렉스타임제로 재량근로 및 ‘창조적 근로(A직군)’100)에
종사하는 주임 이상 7,000명이 그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이는 전체 종업
99) NEC의 재량근로제에 대해서는 JILPT, Business Labor Trend, 2005年6月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100) NEC는 일반사원(주임 이하)을 4개 직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즉, A직군은
재량근로 및 창조적 근로에 동사하는 자, B직군은 정보관리나 자료작성 등의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 C직군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D직군은 위의
어느 직군에도 속하지 않는 경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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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5,000명의 4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재량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인 7시간 45분이며, 1일 1시간에 해당하는 ‘V워크수당’이라는 ‘재량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주1회 재택근무를 인정하는 것이 특이하다.
V워크제도의 도입에 따른 코스트 면에서의 평가는 아직 불명확하나,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재량근로제가 적용될 경우 가령 지각을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 한번 이 제도를 선택하면 원래대로 돌아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하에서도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체 종업원들의 출 퇴근 시간을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근
로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의(産業醫)의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차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01)
3) 코니카 미놀타의 이노베이션 코스

코니카 미놀타(Konica Minolta)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WLB
(work & life balance)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연휴 및 재택근무를 실
시하는 한편, 2004년에는 ‘이노베이션 코스(innovation course)’라는 재량
근로제를 도입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
노동조합원 6,000명 중 80%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이노베이션 코스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하에서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24시간(연간
290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1주의 잔업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총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경고메일을 보내게 된다. 최근에 후생노동성의 산업
재해(특히, mental health)에 대한 인정기준이 강화되면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사용자
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101) NEC관계자와의 인터뷰(2012. 6. 13)에 의하면, 종업원의 약 8할 이상이 연차
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취득 일수는 연간 20일 중 15일 정도라고 한
다. 또한 연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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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쓰비시상사의 재량근로제

미쓰비시상사의 경우, 생산성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차
근무’ 및 ‘플렉스타임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시차근무는 일의 밀도에 근무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부(部) 또는 팀(team)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근무시간대는
표준시간(9:15～17:30)을 기준으로 15분씩 늦은 시간대(예를 들어 9:30～
17:45 및 9:45～18:00)를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다른 패턴으로 변경할 수 있다.
플렉스타임제는 1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총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총근로시간과의 차이를 월간 시간 외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를 코어타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부(部)
또는 팀(team)별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 및 시차
제도는 조직단위별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나 개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위로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잔업 및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야잔업(오후
10시 이후)을 금지하고, ‘노(no) 잔업 데이(day)’ 캠페인의 실시, 부서 내 구
성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교육을 통하여 잔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
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 내의 총체류시간이나 심야의 체류시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태프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회사체류시간(출 퇴근 데이
터에 의해 산출)과 취업관리표에 의한 본인신고시간을 비교하여 50시간 이
상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관리직의 경우에는 오후 10시 30분 이후
에 퇴근하는 자 중에서 오후 10시 이후의 회사체류시간의 합계가 월 10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월 95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을 하는 스태프를 대상으로 산업의에 의
한 보건지도(문진, 진찰)를 실시하고 있으며(본인에게 메일을 보냄), 월
58～95시간 이내에서 잔업을 하는 스태프에 대해서는 ‘건강조사표’를 메
일로 송신하고, 인터넷상에서 진료소에 제출한 다음, 질료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후일에 문진이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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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의 특징과 과제
1. 근로시간 단축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정책의 변천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① 1947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주 48시간 법정
근로시간제’를 유지해오다가 1980년에 들어서면서 소위 ‘일본경제동물 일
벌레’로 일컬어지는 ‘Japan Bashing’이 계기가 되어, 1987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에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점, ② 1987년에 ‘주 40시
간 법정근로시간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 48시간 ⟶ 주 46시간 ⟶ 주 44시간 ⟶ 주 40시간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온 점, ③ 근로시
간 단축으로 인하여 기업이 인건비 코스트 부담의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탄력화’ 및 ‘유연화’를 동시에 추진
해 온 점, ④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을 입법이나 행정지도를
통한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개별 기업 및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한 ‘노사
자치(종업원대표제 및 노사협의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입각하여 정착하도
록 유도해 온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이 고질적이던 근로
시간을 상당부분 단축하고 효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한 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의 경우 종전에 비해 총근로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제
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장시간노동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근로시간의 비율을 보면, 비정규직근로자(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보다는 정규직근로자에게, 여성근로자보다는 남성근로자에
게, 중고령자보다는 30대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에게 쏠림현상이 심하
여,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소위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전문업무형 및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경우에도 도입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적용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72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는 재량근로제와 그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2. 근로시간 유연화

산업구조의 변화, 특히 서비스산업의 보급과 24시간 영업, 그리고 대면
서비스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성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량근로제 도입 필요성의 논의가 높아지고 있고, 고령자와 여성근로자
의 가치관 변화와 재택근무 등 고용형태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1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업무형 및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로는 ① 도입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점과, ②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경우에는 노사협정을 통하여, 그리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는 노사위원회를
통하여 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적용범위(대상범위)가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적용범위 및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노동기준감독서로 하여금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적용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 재량근로제 도입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경영자단체는 이에 대한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다.103)
재량근로제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특히 노동조합이 동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재량근로제의 범위가 너무
넓고 대졸 화이트컬러의 경우에는 총무, 인사, 기획업무 등이 거의 여
기에 포함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시간노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104) 또한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협정체결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법
정근로시간 내인 주 40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그 이상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수당(재량근로수당)’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 장시간노동의
102) 日本경단련(経団連), 관계자와의 인터뷰(2012. 6. 13)에서 인용.
10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관계자(調査官)와의 인터뷰(2012. 6. 14)에서 인용.
104)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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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이 주당 10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업의(産業医)와 상담하도록 회사
에 의무를 지우고 있다.105)
3. 소 결

일본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는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장시간노동이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정책 및 유연화를
꾀한 결과, 아직도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남겨 두고는 있지만, 종전의
장시간노동이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는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며, 화이트컬러 근로자를 위한 재량근로제 또한 조금씩 정착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거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의 효과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나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단축은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먼저, 근로시간의 효율적 운영 등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시간 외 근로의 제한, 교대제 근로의
확대, 휴일휴가제도의 개선 등과 연계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종별,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 규제만으로는 근로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직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재량
근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화이트컬러 근로의 재량성이라 해도 다양한
의미를가질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업무절차의 재량성’과 ‘업무량의재량성’을
구분하여야 하며 업무량의 재량성이 큰 화이트컬러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105) 山口浩一朗(JILPT理事長), 인터뷰(2012. 6. 12)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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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업무절차의 재량성은 있어도 업무량의
재량성이 작은 화이트컬러에 대해서는 업무량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량근로제라는 미명하에 장시간노
동의 폐해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도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휴일근로나 심야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함
과 동시에 총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주치의와 상담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의 단축과 유연화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은 제도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의
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직장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공동체의 소중함과 사회참
여에 대한 가치관을 보다 중요시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장시간노동에 따른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도
아울러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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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소사(小史)
⑴종전직후인1947년에제정된일본의노동기준법은ILO호제1호협약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8시간제’를 채용하였다. 이 기준은 당시의 일본상황에
비추어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입법자의 이념을 반영했다고 평가
된다. 그 후 이러한 기준은 한동안 유지되어 오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
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일본이 오일쇼크를 극복하고 경제적 약진
을 하자,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일제히 장시간
노동에 의한 소셜덤핑(Social Dumping)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을 폄훼
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의 실제 평균 근로시간은 2,100시간을 초과할
정도였는데, 이는 독일과 프랑스 1,600～1,700시간, 영국과 미국의 1,900시
간에 비해 월등히 긴 수준이었다.
⑵ 이에 당시의 나카소네(中曾根) 내각은 1986년에 소위 마에가와 리포
트(Maegawa Report)를 통하여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생
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기치 아래 근로시간 단축을 국제적 공약
으로 공표한 다음, 1987년에는 노동기준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기에 이
르렀다. 주된 개정 내용을 보면, ① 종전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40시간’으로 한 점, ② 연차유급휴가를 종전의 6일에서 8일로 늘림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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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획연휴를 도입하고, 연휴취득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한 점, ③ 산
업구조 및 취업형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근로시간제를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화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공서 및 은행기관을 중심으로 ‘주 2일 휴무제(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⑶ 그 후 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에서는 탄력근로시간제를 개정하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와 연장근로에 대한 한도기준 규제를 새로이 도입
하였으며, 2008년 개정 시에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할
증률을 50%로 인상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장시간노동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1987년에 ‘주
40시간근로제’가 도입된 이래 ‘주 46시간→주 44시간’이라는 단계적
경과조치를 거쳐,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7년에 온전하게 실시되기에 이르
렀다. 또한 사실상 연장근로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잔업천국’이라는 오
명에서 탈피하기 위해 종전에는 단순히 행정지도에만 의존하던 잔업 규
제방식에서 벗어나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의 한도기준을 설정했다
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 평가할 수 있다.
⑷ 이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일본의 평균
실근로시간은 1,781시간으로, 일견 미국과 영국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파트타임근로자들을 포함한 평균근로시간에 지나지
않고, 풀타임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2,000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전
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 광고회사 신입사원이 장시
간근무로 인하여 과로사한 것인 사회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근로시간 단축
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게 되었다.
이에 2016년에 발족한 제3차 아베 내각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에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소위 아베노믹스 고용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아베노믹스 고용개혁의 주된 내용은 사실상 근로시간 개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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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기존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대
표적인 것이 첫째,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규제 둘째, 정규직-비정규직 사
이 차별 대우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도입, 셋째, 고수입
의 일부 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법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프로페
셔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근로시간법제가 당
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잘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
을 수 있으나, 아직은 다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평가는 다
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제2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⑴ 일본 근로시간법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과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정을 보면 주 48시간→주 46시간→주 44시
간→주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갔을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
로 이행된 이후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10년이라는 경
과규정을 두어 차등 적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106) 그 결과 노사
간에 큰 불협화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도 모든 업종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 또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소위 ‘36협정’만 체결하면 한도
시간인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특별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적 상한
규제인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건설사업,
자동차운전업무, 의사 업무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상한규제를 유예하고
106) 菅野和夫, 労働法 (第12版), 弘文堂, 2019年, 47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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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외, 신기술 신상품 등의 연구개발 업무와 같이 일정기간에 집중
적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도시간 및 절대적
상한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이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에 대해서는
대내외로부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급격하게 규제하지
않은 것은 해고를 회피하려는 일본적 고용관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107)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는 호황기에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도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고 연장근로로 대응하는 대신, 불황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인원감축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⑵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탄력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를 비롯하여 간주근로시간제,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로시
간제를 도입함으로써 업무실태에 맞는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 탄력근로시간제에는 1개월, 1년, 1주 단위의 3종류가 있어 업무의
번한(繁閑)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주,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좀 더 늘
리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판
단된다.
둘째, 위의 탄력근로시간제와는 별도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도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우
리나라와 달리 정산기간을 3개월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당초에는 정산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정산기간이 너무 짧아 효율적으로 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최근에 3개월로 연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택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
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107) 荒木尚志, 労働法 (第4版), 有斐閣, 2020年, 17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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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외 간주근로시간제와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기획업무형 재량
근로제의 3종류가 있다. 이 중 기획업무형은 사업의 운영 관련 사항에 대
한 기획, 입안, 조사 분석 등 업무의 성격상 그 수행방법을 대폭적으로 근
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해 볼 만하다.
넷째,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정 연봉
(1,075만 엔)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근로시간, 휴게,
휴일 심야근로에 대한 할증 등)의 적용을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 등에서 일찍이 도입하고 있는 제
도로, 최근 고부가가치의 전문 업종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도
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104일 이
상의 휴일 의무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지만, 향후 일
본형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제도로서 정착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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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론(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과 평가)

제1절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연구의 필요성과 내용
1. 일하는 방식 개혁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일본은 기업별 노사관계, 연공임금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체계 차이 등에서 유럽과 비교하면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기존의 고용관행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국 모두 새로운 고용관행과 제도, 노동시장 정책,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2018년 6월 29일에 일하는 방식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 이 국회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때 개정된 법은
노동기준법 , 노동안전위생법 , 근로시간설정개선법 , 진폐법 , 고용
대책법 , 노동계약법 , 파트타임노동법 , 근로자파견법 등 8개 법안
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광범위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일자
리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주요 목표가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 문
제 해결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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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들은 2018년에 개정되고 2019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기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사회와 학계에서는 관련 법에 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기존 노동시장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기업의 이익 강화라는 본질에 조금의 규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두고는 평가가 나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는 기본급, 상여, 그 외
대우 등에 관해 단시간 유기계약 근로자와 통상의 근로자 사이에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차이는
차별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의 차이만을 인정해 왔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한다면 기본급까지 차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개정안은 일견 비정
규직의 차별 개선 의지로 보이지만, 어떠한 경우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불합리한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차별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쟁점이었던 장시간 노동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제한 초과근로가 용인되었던 법체계에 벌칙
조항을 포함한 근로시간 상한규제가 도입되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連合)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특례조항에 임시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시간 외 근로 및
휴일노동을 합해 1개월 100시간 미만 혹은 6개월 평균 80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는 일본의 과로사 산재 기준 근로시간이
발병 직전 월 100시간 혹은 2개월에서 6개월 평균 월 8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과로사 기준 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도 입장이 나뉘고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상당
기간 비정규직 처우 문제와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규제 강화보다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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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해왔기 때문이다. 즉 과도한 규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확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보고, 노동시장의 규
제완화를 통해 차별 해소를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
도 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도입과 재
량근로제의 확대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
는 근로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1차 아베 정권 시
기(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에도 정부는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과 해고의 금전해결 등을 포함한 노동빅뱅이라 불리는 정책을 추진했고,
2012년 12월 26일 다시 등장한 2차 아베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며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베 정권이 집권 중반기부터 비정규직 차별과 장시간 노동을
주요 노동정책 과제로 내걸고 추진한 일하는 방식 개혁은 의외의 정책으로
여겨지며 정책 추진의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하는
방식 관련 개혁 법안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진일보한 정책으로서 평가의 여지가 있었다. 이후에 언급
하겠지만, 렌고가 불리한 협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정부와
협상을 시도한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과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떠한 의도로 추진했고 어떠한 논의 속에서
개정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일
하는 방식 관련 개혁 법안의 특징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같은 고용관
행을 유지해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일하는 방식 개혁의 내용
정부가 내놓은 일하는 방식 개혁의 세 가지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하는 방식 개혁의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추진(고용대책법), 둘째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 셋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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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관계없는 공정한 대우의 확보이다. 첫 번째의 일하는 방식 개혁의
종합적이고 계속적인 추진은 정부가 기본방침을 정해 추진하며 그에 맞게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과 협의할 것을 정해 놓은 것에 불과했고, 기본방침
자체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인 2018년 12월 28일에 이르러서야 노동시책 기본방침이 각의(국무
회의에 해당)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의의와 취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
시책의 기본적 사항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사실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안
이 정부가 내세운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실현에 관해서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특별조항으로 유명무실
했던 법적 상한 근로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월 45시간까지 초과근로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연간 720시간,
복수 월평균 80시간 혹은 1개월 100시간 미만까지 초과근로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할증 임금률
(50% 이상)의 적용 유예 조치를 폐지하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1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는 그중 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었다. 중소
기업의 초과근로 할증 임금률의 적용 유예 조치의 폐지와 유급휴가의 강
제 취득은 이미 2015년에 제출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초과 근로시
간의 상한 규제는 이번 법개정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근무 사이의 인터벌제도의 도입과 촉진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전날
의 종업시각과 다음 날의 시업시각 사이에 일정 시간의 휴식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노동안정위생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체의 사업주는 기업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사
에게 산업보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가 권고하는 내용을 위
생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
식의 실현 방법으로서 유연근로시간제의 수정, 특정 고도전문 업무와 성
과형 노동제(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이다. 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근로시간, 휴일 및 심야 할증 임금제 등의 규제를 제외하는 것이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규제강화로 볼 수 있지만, 마지막의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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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 실현은 규제완화로 볼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재
량근로제 확대는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고도프로페셔널제도만 도입되었
지만정치적으로찬반이나뉘는 두 법안이 혼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는 공정한 대우의 확보에 관해서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단시간 근로자와 유기계
약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하는 방식을 해당 처우의 성질과 목
적을 고려해 판단할 것을 명시했다. 이 규정은 원래 파트타임노동법 으로
단시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차별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던 것에서
유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해 법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급 등도 차별 금지 대상으로 명문화되었고,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만한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에게도 간접고용의 특징을 반영해 원청회사가 파견회사에 균등
대우와 균형대우를 위한 파견요금을 책정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두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 유기계약 근로자, 파견근로자들
과 정규직 근로자와의 처우 차이 내용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불합리한 처우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이 때
충분한 정보가 없는 근로자에게 처우와 관련한 내용과 이유에 대해 사업
주가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세 번째는 도도부현 노동국장
에 의한 분쟁해결 지원과 조정으로 불리는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 제
도를 확충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처우나 사업자의 설명의무 등 분쟁이
있을 시 이 제도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확충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법안의 내용을 두고 그 의의나 한계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노동법 전문가들이 관련 논문을 발표해 놓은
상태이지만, 개정된 법안들이 실제적으로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3. 노동정책 입법의 시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노동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하는 방식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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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015년도 국회제출 법안에 일부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노동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정책과제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정책 과정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일본의 노사관계가 협력적이었고, 노동정책의 결정 방
식으로 노사정 삼자 협력방식이 정착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일하
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노사정의 어떠한 타협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본 노동법 학계는 1980년대 이후를 노동정책 입법의 시대라고 명명한다
(荒木 2017; 菅野 2017;和田 2018). 즉 전후 형성된 노동법 체계에서 노동
법 연구의 역할은 판례를 통한 해석중심 연구에 집중되어 온 반면, 1980
년대 이후로는 노동법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의 입법
에 관한 연구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985년 근로자파견법 (이하, 근로
자파견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법정근로시간 축소
등 재규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 즉 남녀 평등, 일과 생활의 균
형,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동법의 주요 연구가 판례 해석에
서 입법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내 다수 연구가 노동정책 결정 방식이 1990년대
이후 심의회 방식에서 국회 처리 방식으로, 합의형에서 다수파형으로
변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三浦 2007; 中北 2009; 中村 85
2009). 이들 연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 심의회에서 노사정이 협
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고 국회가 이를 법개정을 통해 실현하던 방식에서
심의회가 기능부전에 빠지고 국회의 대립 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
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현 상황을 타당하게
그려내고 있는 반면, 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원
인 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安周永, 2013). 앞서 언급한 노동법의 시대
전환과 관련해 살펴보면, 이전의 노사정 협의 방식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할 만한 쟁점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때부터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이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고 그 속에서 노사정의 한 주체
인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심의회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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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필요에 따라 상황을 구분하
여 노동조합을 대화나 협력의 파트너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노사정이 상
호존중의 동등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협의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노동법 정책의 시대구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노동법 정책을 집필해 전후 노동정책의 내용과 정책 과정을 소상히 살피고
있는 하마구치 케이치로는 노동법 정책을 1970년대 이후의 기업주의적
시대와 1990년대 이후의 시장주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濱口 2018). 기업
주의적 시대의 특징은 복지국가와 포디즘으로 대표되는 유럽에 반해 일본은
근로자가 기업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연공임금과 장기고용, 기업별 노동
조합 체제로 대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의 직무급에
비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비판받아 왔고, 경영자 단체나 일부 노동조합이
1960년대까지 직무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1970년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일본형 노동시장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내부노동시장 자체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동시에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일본 경영자 단체도 기업주의적 노동시장을 유지하려는 국내파와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는 국제파의 대립을 거쳐 결국은 1995년 ‘새 시대의 일본적
경영’을 발표해 종래의 인사관리 변화를 천명했다. 이때부터 일본은 본격적
인 노동입법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동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격렬해졌다.
하마구치 케이치로는 이 이후의 변화를 시장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자립한
개인을 기초로 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의 장기고용보장 시스템을
고치고 노동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주의 노동시장 관행으로 정착되어 버린 여성, 연령에
대한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는 기업
주의를 시장주의로 대처해 나가는 상황이었고 일하는 방식 개혁은 시장
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의 개혁을 시도한 첫걸음이라고 보는 것이 하마
구치의 견해이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관한 평가에 따라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견해 자체는 현재 일본의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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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즉 기업주의적 고용관행으로 보호받았던
대기업 남성 근로자와 그 외 차별받는 근로자가 혼재해 있는 상황에서 젠더
구조 변화와 내부노동시장의 축소로 인해 새로운 노동시장 패러다임과
이것을 이끌어 내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일본의 노동정책이 기존의 노동시장
관행을 대체하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개혁이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도출해 보려는 시도로서 이번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1990년대 이후의 노동정책
1. 규제완화와 재규제의 공방
일본의 경우 1990년버블경제가붕괴되고 나서 각 기업들이인건비 삭감을
위해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전환점이
1995년 일본경영자단체연합이 발표한 ‘새 시대의 일본적 경영’이다. 그 핵
심 내용은 기업이 관리직 등 주요업무를 장기축적능력 그룹에 맡기고 그
외 업무는 고도전문능력 그룹과 고용유연성 그룹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
히, 고도전문능력 그룹은 종래의 고용관행에 없던 영역으로 이 그룹이 담
당할 업무가 기획, 영업, 연구개발 등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던 것이기 때
문에 이는 결국 핵심 정규직 근로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이러한 경영자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해고 규정의 명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재량근로제가
확대되었다. 1987년 재량근로제가 도입되었을 때는 연구개발직이나 취재
편집 등 전문 업무에만 적용되었는데 1998년부터는 기업의 경영기획이나
인사담당자인 기획업무형까지 확대되었다. 사무직 근로자 중에서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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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층이 생겨난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를 명문화
하는 법개정도 이뤄졌다. 이전까지 정리해고에 관해서는 판례법리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지만 2003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 정리해고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로 법조문 내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되어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후에도
해고의 금전 해결 등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 파견과 유기계약 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개정이 이
뤄졌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1985년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전문업종에 제
한되어 있었지만 1999년 근로자파견법 개정으로 제조업, 의료 분야 등 특
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2003년에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어 제조업까지 파견 업종에
포함되었고 파견기간은 최장 3년까지 늘어났다. 또한 같은 시기의 노동
기준법 개정으로 유기계약 고용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었다. 내부노동시장의 보호를 완화하고 외부노동시장의 고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법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양극화 문제가 2000년대 중반 이
후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단시간근로자 고용관리 개
선 등을 위한 법률의 전면 개정 때이다. 주요 내용은 통상의 근로자와 동
일시해야 할 단시간 근로자에 관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것이었다. 이 법
의 시행으로 단지 5%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균등 대우의 대상이 될 것이라
는 추산이 나올 정도로 법의 효과가 의문시되기도 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차별적 대우에 관해 법적 개입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될 수 있다(阿
部未央 2014: 49).
이후 2008년 말의 리먼 쇼크로 인한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를 낳았고 일명
‘파견촌 운동’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일시적 구제 운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상황과 불안정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12년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려는 근로자
파견법과 노동계약법이 개정되었다. 파견노동에 대해 일용파견의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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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1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추진 조치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개정된 노동계약법은 파트타임 등이
계약갱신을 포함해 동일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자 본인이
무기고용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기업이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법 개정과정 초기에 논의되었던 제조업의
근로자 파견과 등록형 파견을 금지시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노동계약법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이 가능한 근로기간을 5년으로 하고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정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더욱이 2015
년에 다시 개정된 근로자파견법은 1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조치를 무력화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파견법의 규제대상을 업무에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종래
에는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를 교체하더라도 그 파견기간은 변화가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약하자면,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 노동정책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 이후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정책이 이후에 추가되면서 기존
노동시장 관행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전개되었
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1차 아베 정권의 노동정책
앞서 언급한 대로 일본형 노동시장 관행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
정책 변화가 모색되는 가운데 2006년에 집권한 아베 총리도 노동정책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고 개혁을 추진했다. 주로 경제재정자문회의(내각부 설
치, 의장: 아베 총리)와 규제개혁회의[내각부 설치, 의장: 구사카리 다카오
(일본 경단련 부회장)]에서 노동문제가 다뤄졌다. 2006년 10월 13일 경제재
정자문회의에서 자문의원이 제출한 자료 중에 ‘노동시장 효율화(노동빅뱅)’
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며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7년 4월
6일에 제출된 경제자문회의 노동시장개혁 전문조사회의 1차 보고서에는
당초 예상되던 근로자 파견의 확대나 해고규제 완화 등은 빠져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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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성 고령자의 취업률 제고나 근로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균형 실현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2007)이
2007년6월 19일에 각의 결정되었는데 그중 노동시장개혁 관련 부분은 모든
사람이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복선형으로 공정한 일하는 방식의 실현을 위해 노동시
장 개혁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온건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개혁회의의 안이었다. 2007년 5월 21일 규제개혁회의
재챌린지 워킹그룹의 노동 태스크포스가 탈격차와 활력을 가져다주는
노동시장을 위한 노동법제의 발본적 수정 을 발표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서문에는 근로자 보호의 색채가 강한 현재의 노동법제는 기
업이 정규고용을 멀리하게 하고 파견과 하청 등의 비정규직 고용뿐만 아
니라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
장을 소개한 후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면 그 근로자 보호가 이뤄진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단언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파견
근로자 규제 법안은 결과적으로 이들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제의 모든 면에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게다가 노
동정책 과정에 노사정 삼자가 참여하는 것도 신속한 결정을 방해하기 때문
에 노동정책심의회를 대신한 공평한 정책결정기관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정부 내에서도 비판을 받으면서 규제개
혁회의 보고서에는 빠지게 된다.
경제자문회의안은 기존의 규제완화와 재규제를 통한 노동시장 관행 변화
를 유도하는 안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안은 오로지 규제완화를 통한 노
동시장 관행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濱口
2007). 그러나 기존의 노동시장 관행 보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
장하는 이들에게 이 둘은 여전히 규제완화론으로 이해되었다. 경제재정
자문회의 또한 최종적으로는 근로자파견법이나 해고 규제의 완화를 상정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빅뱅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안을 철저한 시장주의에 입각한 규제개혁회의안과
동일시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두 기관의 정책 제
안이 아베 정권의 노동정책을 노동빅뱅으로 상징되는 규제완화 이미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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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대립구조
이다. 가족구성의 변화 속에 정규직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라는 과제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면서도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1차 아베 정권의 노동빅뱅을 둘러싼 두 위원회의 의견 차이에서
도 확인되는데, 오로지 규제완화로 해결할 것인지, 규제완화와 함께 재규제
와 균형(이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도 큰 의견차이가 존재한다)으
로 중점을 둔 노동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정권교체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과 그 이후 재집권한 2
차 아베 정권의 초기 노동정책,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도 이러한 갈
등 구조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3. 민주당 정권의 노동 재규제
1차 아베 내각이 사퇴한 이후 자민당 내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집권하게
되지만, 계속되는 정권 각료의 부패 스캔들 등으로 중도 퇴진하게 된다.
이후 자민당 아소 다로 총리가 수상이 되지만, 낮은 지지율과 참의원 선거
패배 속에서 더이상 정권 운영을 할 수 없게 되고 2009년 7월 중의원
을 해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480의
석 중 308석을 얻어 압승한다. 1955년 자민당 일당 체제가 성립된 이후
자력으로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룬 첫 선거였다. 민주당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재분배와 노동정책 규제강화를 내세워 왔고 정권 초기 그것을
추진해 나간다.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과 증액, 고교 수업 무상화 등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규제강화를 추진해 왔다.
민주당 정권 시기에 실시된 몇 가지 노동정책에 관해 살펴보자. 먼저
구직자지원법 이 있다. 이는 자민당 아소 정권이 리먼 쇼크 경제위기에
대처하고자 일시적으로 실시한 긴급인재 육성 사업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2009년 7월에 도입된 긴급인재육성사업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없는 비

92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정규직 근로자나 청년 등에게 직업훈련기회의 제공과 이 기간 동안 급부
금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2011년 9월까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것을 민주당 정권 때 구직자지원법 으로 제도화시킨 것이다.
또한 민주당 정권 임기 중 몇 가지 중요한 노동법 개정이 이뤄졌는데,
그중 하나가 2012년 근로자파견법과 노동계약법 개정이다. 근로자파견법
개정으로 일용파견의 원칙적 금지, 1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추진 조치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개정 노동
계약법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유기계약 근로자에게 무기고용 전환 요구
권이 생겼다. 그러나 파견법에 관해서는 개정과정 초기에 논의되었던
제조업의 근로자 파견과 등록형 파견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노동계약법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5년이라는 장기간과 근로자에게 전환 요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경영자 측의 요구도 많이 반영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주당 정권은 야심차게 정책 전환을 선언하고
일련의 정책을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은실패로 끝났다. 민주당정권은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만에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이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민주당 총리가 바뀌는 우여곡절
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실패했다는 평가에는 일본 내에서
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실패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
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伊藤
宮本 2014; 堤 森 2015).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정책의 전환이 시도
되었음은 분명하지만 그 전환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의 정책 차이가 유권자에게
확실히 인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후 등장한 2차 아베 정권은 오히려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아베 정권의 초기 노동정책
2012년 12월 16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480석 중 294석을
얻어 압승하면서 당시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 총리가 2006년에 이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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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하게 된다. 아베 정권은 민주당 정권의 경제실패를 지적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운영의 3가지 주요한 전략을 제시했다. 대담한 금융정책,
능동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세 축으로 한 정책 패키지는 아베노믹스로
불렸다.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2013년 2월 아베 총리가 첫 시정연설에서
‘세계에서 제일 기업이 활약하기 쉬운 국가’를 공언했던 만큼 노동시장
규제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아닌 다양한 정부 내 회의체가
활용되었다. 1차 아베 정권 때도 활용되었던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총리)와 규제개혁회의[의장: 오카 모토유키(스미토모 상사 사장 출신)]
이외에도 새롭게 내각 관방에 설치된 일본경제재생본부(본부장: 아베
총리)와 그 산하의 산업경쟁력회의(의장: 아베 총리) 그리고 내각부 특명담
당 대신(지방 창성, 규제개혁) 산하에 설치된 국가전략특구 워킹그룹[(좌
장: 핫타 다츠오(아시아성장연구소 소장)]이 노동정책에 관한 의제 설정
을 담당했다.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일본경제재생본부는 둘의 연계를 통
해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아베
정권 초기부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노동정책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재생자문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의 합동회의
가 8회에 걸쳐 열리는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도 나타났
다. 각 회의체는 다양한 안을 제시했는데 산업경쟁력회의보다는 국가전
략특구 워킹 그룹의 안이 훨씬 더 파격적이었다. 앞서 언급한 제1차 아베
정권 내 위원회 간 입장차이에서 드러나듯이 각 회의체가 내놓은 안들
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원 사이에도 상당한 온도차이가 존재했다. 경제재생자문회의에
제출된 유식자 위원 안은 근로시간 상한규제, 유급휴가 강제취득 등을 제
시한 반면에 CEO 출신인 하세가와 야스치카는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제시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안을 제시했다. 경제재생자문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의 합동회의에서조차
각기 다른 방향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제시된 것이다. 게다가 국가전략
특구 워킹그룹이 2013년 9월 20일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발표한 안은 큰 논
란을 불러일으킨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신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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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유치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특례를 허용
하는 지역을 두는 안이었다. 즉 해당 지역의 5년 이내 신규 기업에 대해
서는 해고 요건을 완화해주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제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부 지역의 근로자만 불합리하
게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무부서인 후생노동성조
차 이틀 전에 열린 워킹그룹회의에서 명확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 안
은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빠진 채 작성된 터무니없는 내용이었고(濱口
2014), 결국 2013년 10월 1일 일본경제재생본부가 ‘성장전략의 당면 실행
방침’을 발표한 내용에는 민간인재 비지니스 활용 가속화와 고도외국인 인
재 활용 촉진 등만 포함된 채 논란이 된 내용은 빠지게 된다. 위원회의 논
의결과는 최종 정부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논란 자체가 2차 아
베 정권 또한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자리잡게 했
다. 이는 정권 초기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노동계와 노동법 연구자의 비판
성명과 논문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후 아베 정권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2015년 개정된 근로자파견법은 종래의 근로자 파견을 대하는
시각을 전환한 개정이라 평가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은
한시적인 업무에 한해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제 항시적 업무에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즉 종래에는 파견업무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최대 3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파견근로자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더라도
이 기간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
으로 파견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각의결정을
거친 2015년 4월 3일 국회에 제출된 노동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안에는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설립과 재량근로제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
었다. 이는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의 설립과 확대를 의미한
다. 각 언론에서는 성과에 따른 새로운 임금제도나 탈시간급 임금제도라
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동시에 노동관련 변호사 단체와 노동조합의 강
한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다. 결국 안보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과
정에서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동 관련 법
안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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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베 정권 초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각종 위원
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채 노동정책
변화가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개정 과정
1. 아베 정권의 정책 전환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전환해 일시적으로 디플
레이션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제상황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다.
2014년 4월에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8%까지 인상한 이후 2번이나 인상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베
노믹스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제2 스테이지
라 명하고 일억총활약 사회를 내걸었다. 일억총활약 담당대신 자리를 신
설하고 그 자리에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토 마사노부를 임명한다. 그리고
관저에는 아베를 의장으로 하는 일억총활약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설치되고 사무국으로 일억총활약추진실이 2015년 10월 15일에 내각관방에
만들어졌다.
일억총활약 사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장애인 등도 포용되고 활약하는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자의 능력이 발휘되
고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사회, 성장의 과실로 양육지원과 사회보장
의 기반을 강화해 그것이 더욱 강한 경제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
을 낳는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제1 스테이지에
비해 분배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발전국가
에서 사회투자국가로의 변화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권순미, 2018).
이와 함께 중요한 정책으로 부상한 것이 일하는 방식 개혁인데, 이 개혁의
핵심과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과 장시간 노동의 개선이었다.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비정규직 고용의 대우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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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해 노동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에 관해서는, 장시간 노동이 일과
육아의 양립을 방해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낳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제의
집행을 강화하고 노사협정으로 초과근로를 허용하는 현 법규제를 재검토
한다고 되어 있다. 2차 아베 정권 초기의 노동정책과는 큰 변화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2016년 1월 22일에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이것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언
한 것은 예상 밖의 일로 여겨졌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법안
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균등대우를 추진해 왔던 민주당으로서는 간판 정책
을 아베 정권에게 선점당한 모양이 되었다.
아베 총리의 국회 선언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부의 간판 정책이
되었고 학자를 중심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한 검토회[좌장:
야나카와 노리유키(동경대학교 경제학연구과 교수)]가 꾸려져 2016년 3월
23일 첫 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2016년 9월에는 일하는방식개혁을 실현하
기 위해 실행계획을 심의할 회의체로서 일하는방식개혁회의(의장: 아베 총
리)가 설치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과제로 9가지가 제
시되었다. 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비정규직 고용의 처우개선, ② 임금 상
승과 노동생산성 향상, ③ 시간 외 근로의 상한규제 등 장시간 노동의 시
정, ④ 고용 흡수력이 높은 산업으로의 이직 재취업 지원, 인재육성, 격
차를 고정화하지 않는 교육문제, ⑤ 텔레워크, 부업 겸업 등의 유연한 일
하는 방식, ⑥ 일하는 방식에 중립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세제 등 여성과
청년이 활약하기 쉬운 환경정비, ⑦ 고령자의 취업 촉진, ⑧ 병 치료 육아
양로와 일의 양립, ⑨ 외국인 인재의 활용이었다. 노동정책에 관해서도
유연한 일하는 방식 등 기존의 정책방향에 입각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
지만, 비정규직 노동 차별 해소와 장시간 노동 시정은 의제 자체가 경영
자 측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던 부분까지 아베 정권
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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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저 중심의 정책 추진
이러한 정책전환은 수상 관저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이미 1990년대부터 기존의 고용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동
법 개정 과정은 노사정으로 구성된 심의회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로 불
리는 위원회가 의제를 설정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
련 법안 개정에 관한 의제설정 역시 노동정책심의회가 아니라 일억총활
약국민회의에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각의로 결정되는 형태였
다. 지금까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는 배제된 채
결정된 것이었다. 한편 일하는 방식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하는방식
개혁실현회의가 2016년 9월 26일에 아베 총리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되었
다. 의장인 아베 총리를 포함해 정부관계자 9명과 유식자 15명으로 구성
된 위원회였는데, 유식자 15명 중 9명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과 일본상
공회의소 대표 등 재계 관계자였고 1명만 노동조합 내셔널센터인 렌고
회장이 들어가 있었다. 기존의 의제설정 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와 달리
비해 근로자 대표가 포함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노동정책 전환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계와 정부 관계자에 편중된 양상을 띤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의 사무국으로 일하는방식개혁실현
추진실이 2016년 9월 1일에 만들어졌다. 일하는 방식개혁을 실현하기 위
해 실현회의에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의 기획, 입
안, 종합조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곳이었다. 추진실장은 내각관방부 장
관이, 실장대행은 내각관방 부장관보가 담당하였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실장대행을 보좌하는 실장대행보가 담당했다. 여기에 실장대행보로 임명
된 사람은 내각부 정책총괄관인 니하라 히로아키였다.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 대신으로 임명된 가토 가츠노부와 니하라 라인으로 일하는 방식 개
혁이 추진되었는데, 가토 가츠노부는 재무성 출신 관료이고 니하라는 경
제산업성 관료 출신이다. 이러한 구성을 고려해볼 때 정부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일하는 방식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그간 여러 관계자의 의
견을 배려해 왔던 후생노동성보다 더욱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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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검토회의 논의과정을 보더라도 정부, 특히
관저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검토회는 첫 회의에서 사무국이 검토사항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과 법 수정 등을 위한 논점 정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학자들로부터 임금체계와 직무 범위가 유럽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니하라 일하는방식개혁실현추진실 차장은 기본적으로
는 동일한 고용주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논의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은 제외한 채 같은 기업 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했고,
지금까지 노동법 개정으로 차별해소를 다뤄온 균등 균형 대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내세
우긴 했지만, 큰 정책전환이라고 할 수 없었다.
더욱이 위원으로 참여한 일부 학자들은 가이드라인과 법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법개정을
하기 전에 그 법의 해석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다. 2016년 12월 16일 검토회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가이드라인 책정 및 발효를 위해 적절한 검토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연구자들의 반란으로 해석되기도
한다(澤路 千葉 贄川 2018：55‐57).
결국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법개정 세부내용은 일하는방식개혁실현추
진실을 중심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일하는방식개혁실현추진실이 검
토회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것은 12월 20일 개최된 일하는 방
식개혁 5차 실현회의에 제출되었다. 이 안은 지금까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기본급까지 차별시정 대상으로 하고 차별로 인정이 되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발표 이후 이틀
후인 22일에 가이드라인이 각의 결정되는데,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다.
“이후 각 기업이 직무와 능력 등 내용의 명확화와 그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임금제도를 노사협의에 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는 것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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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을 주도한 것은
후생노동성 대신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시오자키 후생노동성 대신은 가
이드라인이 세계의 상식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임
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능력의 명확화와 함께 이에 따른 공정한 평
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결국 명확한 규정없이 동
일노동 동일임금이 차별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검토회 내
부나 부서 간에도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하는방식개혁실현추진실이
중심이 되어 논의를 진행시킨 것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의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장시간 노동 해소도 마찬
가지였다. 장시간 노동 해소에 관한 것은 비교적 논점이 간단했기 때문에
따로 검토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2017년 9월 13일에 마련된 정부
원안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어쩔 수 없는 기간의 상한 초과 근로
시간을 월 10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6년 일억총활약
플랜이 각의 결정되고 장시간 노동 개선이 정부에 의해 선언되자, 경영자
단체는 상한 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월 100시간 정도로 타협
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던 때였다(朝日新聞 2017년 6월 4
일). 이미 정부가 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장시간 노동 규제
강화안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7년 10월 7일 광고회사 덴쯔의 신입
사원이었던 다카하시 마츠리의 어머니가 기자회견에서 딸의 자살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인정받은 것을 발표했다. 이것이 일하는 방식
개혁 논의에 미친 영향은 컸다. 덴쯔는 1991년에도 입사 1년차 사원의
과로로 인한 자살이 산업재해로서 인정받은 전력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
이기도 하고 다카하시 마츠리가 회사에 있는 동안 남긴 트위터의 내용으로
가혹한 노동환경이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상한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시작되었고, 렌고는 유리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이는 관저
입장에서 보면경영자 단체와의협의를통해마련한안을그대로진행할수는
없는 것을 의미했고 이후 정부주도로 물밑에서 노사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근로시간 규제와 관련되어 또 한 가지 쟁점이 되었던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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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정권이 정권 초기 추진해왔던 고도프로페셔널제도와 재량근로제 확대였
다.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실
행계획에는 장시간 노동 억제책과 함께 고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과 기
업업무형 재량근로제의 수정 등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실현하
는 법개정을 국회에서 조기 성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
럼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라는 형식상의 노사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추
진하는 듯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관저 주도로 적극적 정책 추진이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동조합의 혼란
관저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에
서 노동조합은 비교적 유리한 조건 속에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2차 아
베 정권 초기 노동시장 규제완화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와 비
교하면 보론 우니 교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은 정책전
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논의가
한창 진행될 때 덴쯔 신입사원의 과로자살 사건으로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사회적 주목을 받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더욱 그러한 기대가 커져 있었다.
그러나 렌고는 이러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심각해진다.
먼저 첨예하게 갈등한 부분은 초과근로시간 규제의 상한선 기준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초 정부안은 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특례
조항으로 월 100시간까지 가능하게 꾸려졌지만, 과로사 선정 기준선이 발
병 1개월 전 100시간 혹은 발병 전 2～6개월 평균 80시간이었다. 과로사
인정 기준이 되는 시간까지 초과근로가 사실상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것
이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를 받을 수 없었고, 2017년 2월 1일에 열린
실현회의에서 렌고 회장은 100시간 특례조항을 두고 세 자리 숫자 시간
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100시간 특례조항인 정부안을 수
정할 수밖에 없었고 수상 관저의 강력한 요청 속에 노사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100시간을 법조문에서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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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면서도 세 자리 숫자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공언한
자신들의 회장 발언을 고려해 ‘100시간 미만’이라는 안을 내어 놓았다. 이
와 함께 과로사방지대책위원회 등의 비판을 고려해 근무시간 인터벌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자단체도 100시간을 고집했고 결국은
아베 총리의 강력한 요청으로 2017년 3월 13일 시간 외 근로의 상한규
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가 맺어졌다. 세부 내용에는 시간 외 상한규제를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업무량의 증가
등 어쩔 수 없는 특정 상한에 관해서는 월평균 60시간 이내로 하고 휴일
을 포함해 2개월 또는 6개월 평균은 80시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흥미
로운 것은 휴일을 포함해 월 100시간을 기준치로 한다는 부분이다. 기준
치라는 단어를 두고 기준점으로 할 것인지의 논쟁도 있었지만, ‘기준점’이
라는 표현이 되면 100시간이 포함될 여지가 있으니 기준치로 하자는 렌고
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였다. 결국 렌고는 100시간 미만이라는 상한 규정
을 어렵게 얻어 냈고, 인터벌시간제도도 노력의무 조항이긴 했지만 도입
할 수 있게 되었다.
렌고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시간에 관해서 정부와 경영자 단체의 양보를
이끌어 냈지만, 실효성 있는 기준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협상에 관해서는 렌고가 양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결국 렌고는 지금까지 강하게 비판해온 고도프로페셔널제도와 재량형 노
동제 확대 등 정부와 경영자단체가 추진하는 안에 양보하게 된다. 실현회
의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던 내용이지만 최종 보고서인 실행계획에는 고
도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과 기업업무형 재량근로제의 수정 등 다양하고 유
연한 일하는 방식을 실현하는 법개정을 국회에서 조기 성립하도록 한
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렌고가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이
를 용인하게 된 것이다.
결국 초과근로시간 상한규제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고도프로페셔널제
도와 재량형 노동제 확대가 주요 쟁점이 되었고 렌고는 이들 법의 조기
성립에 동의한 이상 지금까지 취해왔던 도입 자체를 반대해 온 입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에 렌고는 정부와 수정협상을 진행하며 산하
단체장에게 협상 진행 사실을 알렸는데 이에 대한 반발은 지도부의 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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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넘을 정도로 격렬한 것이었다. 수정 협상 자체가 이 제도 도입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었던 것이다. 렌고의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렌고 회장은 고도프로페셔널제
도 등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으며 철회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제일 바
람직하지만 현실을 생각할 때 건강관리 등 최소한의 조건을 포함시켜 성
립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제도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렌고 지도부의 입장은 렌고 산하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과로사방지대책유족위원회 등으로부터 강한 비
판을 받았다. 결국 근로시간 유연화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던 렌고
지도부는 이를 단념하게 된다. 이렇게 노사정 합의가 무산되자 정부는 고도
프로페셔널제도와 시간 외 근로의 상한규제를 포함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국 법안을 둘러싼 공방은 국회로 옮겨가게 된다.

4. 국회에서의 공방
2018년 1월 22일 시작된 196회 통상국회는 아베 총리가 ‘일하는 방식 개
혁 국회’라고 명명할 정도로 노동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
나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도입과 재량형 노동제 확대가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의 반대가 있었고,
아베 총리는 1월 2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암반 규제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선두에 서서 구멍을 뚫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변해 여야당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
다. 그 가운데 아베 총리가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재량근로제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짧다.’는 취지
의 답변을 하면서 국회 논의는 더욱 격렬해졌다. 아베 총리는 재량근로제
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시간 축소가 달성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
데이터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후에 명확해진
것은 후생노동성 조사가 일반 근로자에게는 제일 긴 잔업시간을 질문한
반면, 재량근로제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질문한 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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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점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전제의 조사결과를 잘못 비교한 데서 기
인한 문제였다. 결국 아베 총리는 자신의 국회 발언을 철회하게 된다. 재
량근로제를 확대하는 근거 자체가 잘못된 데이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모
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 아베 총리가 관련되어 있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
세졌다. 모리토모 학교에 국유지를 85% 싼 값에 판매했다는 의혹인데 이
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성이 문서조작까지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모
리토모 스캔들이 정권의 위기론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결국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서 재량근로제 확대 부분을 삭제하게 된다.
이후 논쟁은 고도프로페셔널제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또한 재량근로
제와 마찬가지로 수입과 본인 동의 등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를 규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국회의 쟁점은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요구하는 기
업과 근로자의 수요였다. 야당은 이를 요구하는 수요가 얼마인지를 질
의했지만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본 안건을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제안을 받았다는 경위를 설명하
면서 ‘적용을 바라는 사람이 얼마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연한 일하는 방식의 선택지로서 정비하는 것’이라 답변했다.
고도프로페셔널제도에 관해서도 정부가 그 수요 및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민당은 야당의 지속되는 비판 속에서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포함한 관련법을 통
과시켰다. 법 통과 후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도입하는 전체 사업장에 대
해 노동기준감독서가 현장조사를 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부
대결의로 결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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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평가
1. 관련 행위자들의 평가
먼저 아베 총리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70년 만의 개혁이다.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고
비정규라는 말을 일소해 나갈 것이다. 육아나 간병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방식을 허용하는 법제가 제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앞
으로도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 물론 국
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개혁을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말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경영자단체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경제단체
연합회는 회장 명의로 관련법 가결 이후 다음과 같은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창조성을 발휘하는 환경의 정비, 장시간 노동의 시정은 긴급한 과제이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하에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성립하는 것은 평가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다시 법안을 조기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경제계로서도 일하는 보람과
생산성 향상, 혁신을 창조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경영자 단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재량근로제 확대를 조기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 단체의 협상 파트너였던 렌고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렌고는 2018년 7월 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이 가결되자 사무국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벌칙 포함 시간 외 근로의 상한규제와 중소기업의 초과 근로시간 할증의
유예조치 폐지, 고용형태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
임금법의 정비 등 렌고가 요구해 온 사항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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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프로페셔널제도라는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법안이 삭제되지 않고 도입된 것에는 강한 유감이다. … 그리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7개 항목의 부대결의가 이뤄졌다. 이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실현해야 된다는 야당의 강한 의지 표현
이고 그 혼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논
의의 무대는 노동정책심의회로 옮겨간다. 조문에는 명확하지 않은 프
로페셔널제도의 대상업무와 연수입 요건, 시간 외 근로의 상한규제의 상
세한 부분, 근무 간 인터벌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은 성령이나 지침 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 법률은 각
직장에서 활용될 때 처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 개혁이 실현된
다.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법률을 이해해 운영하기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필수불가결하다. 렌고는 노사정책심의회의 성령
등의 논의에 최선을 다하면서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을 포함해 안심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구성조직 지방 렌고와 일체가 되어 힘써
나갈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협상의 당사자이기도 한 렌고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고도프로페셔널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유
감을 표현하고 앞으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또 다른 내셔널센터인 전노련(전국노동합총연합)은 2018년 6월
29일 사무국장 대행 명의로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도프로페셔널제도에 관해서는 노동기준법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 폭
거를 행한 정부, 자민당, 공명당, 유신 등 각 당, 경단련, 어용학자 들에 대
해 강한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 그리고 시간 외 근로와 휴일 노동에 관한
상한규제에 관해서도 월말 월초에 잔업을 집중시키면 월 160시간의 장시간
노동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국회 심의에서 밝혀졌다. … 상한 규제를 낮
춰야 한다. 유기파트노동법과 근로자파견법도 종래의 인재 활용의 차이
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승인하는 것으로 실태는 동일
노동 차별임금 용인법 정비이므로 즉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전노련
은 아베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 반대해 다른 노동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하
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악법이 제정되었지만 투쟁이 여기서 끝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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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성령, 지침을 검토하는 노동정책심의회에 대한 대처, 악법으로
부터 직장을 보호하는 대처, 악법을 폐지해 진정한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실현하는 대처를 즉시 시작한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노사정책심의회에서도 배제
되어 있던 전노련의 평가는 렌고와는 크게 달랐다. 렌고가 초과근로시간
상한규제 제한이나 비정규직 차별 금지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법개정 자체가 악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노련도 이후 성령과 지침 등의 개정이나 이것이 각 직장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 노동변호단은 일하는 개혁 관련 법안의 체결강행에 대
한 항의성명을 발표해,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도입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노동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보호 규제를 파괴하는 것
으로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 노동변호단은 고도프로페셔널제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2. 정치과정으로 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
일하는 방식 개혁은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
대부터 화두였지만, 이에 대해 아베 정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 것은 이례
적이고 극적인 일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차 아베 정권과 초기
제2차 아베 정권은 노동시장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노동개혁을 추진하였다.
파견노동의 규제완화, 해고의 금전적 해결,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의 확
대 등 아베 정권이 추진한 법개정은 노동조합이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 일
색이었다. 그런데 2015년 중반 내각 인사를 단행하면서 제2차 아베노
믹스와 함께 정책전환을 천명한 것 자체는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계
획 속에 장시간 노동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중심에 둔 일하는 방
식 개혁 방안은 그 언설 자체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책 전
환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은 일하는 방식 개혁
이야말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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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노동정책이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읽히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과는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는 아베 정권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던 니시타니 사토시 일본
시립대학 명예교수와의 인터뷰(보론 참조)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아베
정권이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펴 왔지만,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는 규제강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초기 노동정책과는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을 더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여성이 활약
하는 사회 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 왔기 때문에,
듣기 좋은 단어를 열거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비판인 것이다. 일하는 방식 관련 법안이 근로자
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포장하지만, 내실은 기업 수익강
화라는 본질에 약간의 규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浅倉
2020: 75). 아베 정권의 노동정책을 비판해왔던 노동법 연구자 중에서도
아베 정권과 정책전환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가 나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도 평가가 나뉜다. 아베 정권은
안보 관련법안 통과나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등으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
하기도 하지만, 2011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을 잡은 이후 선거
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권을 운영해 왔다. 따라서
이렇게 정권의 기반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정책전환을
선언한 이상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 실제로
렌고는 같은 전략을 취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렌고와 같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반면, 전노련은 시간규제의 상한선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렌고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상한규제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내셔널센터인 렌고와 전노련이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데는 정세판단의
차이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에 관한 평가는 법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정세판단에 따라 그 평가가 나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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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관련법을 전체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각 사업장에서 노사가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
가에 따라 법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치적
평가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노사의 권력관계가 앞으로 이러한
입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반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상황과
노사의 권력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제5절 기업주의 고용관행과 사회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일본의 교훈
1. 기업주의 고용관행과 사회정책의 한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신규 일괄채용, 연공임금제도,
직능자격제도, 장기고용을 바탕으로 한 기업주의 고용관행이 정착되었다.
기업이 졸업예정자를 일괄채용한 후 인사배치를 하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서와 업무에 전환 배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잠재적 능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정하면서도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공임금제도를 가미하였다. 이는 각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비를 보충하는 기능을 하여 생활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연공임금제도는 입사 당시의 낮은 임금을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
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장기고용이라는 전제 속에서 기대될 수 제도였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그림 5-1]의 남녀 연령별 임금 변화 그래프이다.
일본에서는 남성 정규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여성의 정규직 비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남성은 연공임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
여성은 임금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1976년에서 1995년까지는 남성 초임 임금과 비교해
피크 때의 임금이 더욱 높아지다가 2018년이 되면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연공임금제도 경향이 1990년대까지 강해지다가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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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고용관행과 사회정책이 기능
부전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5-1] 성별 및 연령별 임금 커브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주: 20∼24세의 평균 소정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의 임금변화 추이

일본의 사회정책은 가족과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등
국가의 공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그것을 기업과 가족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도로 일본은 공적 복지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기능적 대체물이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Estévez-Abe 2008;
Miura 2012; 宮本 2008). 그 주요한 기반이 노동시장 관행이다. 일본에
서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근무지, 일의 내용, 근무시간 등을 회사의 재
량에 맡기는 반면 그 반대급부로 장기고용관행과 연공임금제도를 얻어냈
다. 그 이면에는 남성이 회사에 전력을 다하고 육아와 가사를 여성이 분
담하는 성별 역할분담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보다 더 강한 남
성생계 부양자 모델이 일본에 자리 잡은 것이다(백승호 이승윤 안주영,
2017). 정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펴왔다. 여성이 육아나
가사를 전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가계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게 될 때에 세금우대와 연금보험료 혜택이 주어졌다. 1961년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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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와 1987년의 배우자특별공제는 배우자 소득이 연간 48만 엔
(배우자공제)과 133만 엔(배우자특별공제) 이하일 때 납세자(대부분 남편)
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또한 사회보험에서도 1985년 연금제도 개
혁으로 후생연금(직장인, 공무원)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이 130만 엔 이하
인 경우 제3호 피보험자가 되는데 제3호 피보험자는 사회보험료를 감면
받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성역할분담이 이뤄진 가정
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보육에 관해서도 일차적인 책
임을 가족에게 지우고 있다. 공적 보육 서비스는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맞벌이, 병수발 등 가정에서 육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 시스템은 노동시장의 변화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 전체의 연공임금 커브 자체가
완만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여성의 학력향상과 사회진출 증가로 성역할분담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도 성역할분담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요인이 되지만, 이러한
규범적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이미 성역할분담을 유지할 수 있었던 토대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역할분담 체제는 비결혼,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 세대 단위의 복지 시스템에 포용되지 않는 사회
계층을 더욱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기존 노동시장의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전제로
수립되어 왔던 사회복지시스템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베 정권이 제2 스테이지에서 일억총활약 사회를 선언하고 전원참가형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하는
방식 개혁과 함께 일하는 방식 선택에 대해 중립적인 세제를 함께 검토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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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정책 변화와 관련한 제도적 상보성
본 연구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일본
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개혁이
어떠한 정치적 과정 속에 추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아베 정권의 특징과
이 정권이 추진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의 정치과정을 검토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대 이후 기업주의 노동시장 관행, 젠더 관계,
사회정책 등 기존 사회구조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질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각 정책별로 추진되는 것에 불과했다.
그러한 가운데 일억총활약 사회라는 담론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해 추진된 아베 정권의 아베
노믹스 제2 스테이지 정책은 전체적 사회변화를 시야에 둔 대처라는 점에
서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 정책들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 한정해서 평가해보면, 장시간 근로시간 시정과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려고는 했지만,
전체 노동시장의 비전 속에 이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지침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인 2018년 12월 28일 각의 결정되었다.
특히 노동시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환경 정비, 고용형태와 취업형태가 다른 근로자 간
의 균형 잡힌 대우의 확보와 다양한 취업형태의 보급과 고용, 취업형태의
개선, 다양한 인재의 활약촉진, 육아 개호, 치료와 일의 양립지원, 인적
자본의 질 향상과 직업능력 평가의 충실, 전직 재취업지원과 직업 소개
등에 관한 정책 확충, 일하는 방식 개혁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대처 등
7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기존의 이중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각각의 생활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 등의 비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전체상이 결여된 채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노사 간의 대립도 전체적인 비전이 아니라 지엽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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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예컨대 큰 쟁점이 되었던 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월 100시간 미만
인지 이하인지가 과연 의미 있는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쟁점이었던 고도프로페셔널제도도 1년이 지난 시점에 노동기준감독서에
이를 신청한 기업은 10개사에 불과해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한 것이었다(朝日新聞 2020년 5월 4일).
아베 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는, 이중노동시장의 간극
(다른 임금체계와 직무체계)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라는 핵심적 문제가 빠져
버렸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중노동
시장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에 여성과 청년 인재육성 등 활약하기
쉬운 환경정비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배우자공제 등에 관해
배우자의 수입제한을 103만 엔에서 150만 엔으로 높이고 젊은 세대와 육아
세대에게는 개인소득 과세개혁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안에 그쳤다.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틀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기존 사회복지정책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논의 자체가 노노 갈등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리고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신해 비정규직
근로자를대표한다는인식까지심어주게되는결과를낳게되었다. 이러한정치
과정속에 노동조합이위기를맞게 되었음은물론이거니와, 노동조합의 참여
없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무리이다(山田 2019).
일본의 이러한 개혁추진과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시장 관행은 사회복지체제와 제도적 상보성을
가지면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단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닌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 비로소 노사가
지엽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타협에 이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시작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속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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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일본 근로시간 관련 주요 법규정
제32조 근로시간(勞働時間)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1주간의 각 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시간 외(時間外) 및 휴일근로(休日勞働)
①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을 하여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32조 내지 제32조의5
혹은 제40조의 근로시간(이하, 이 조에서 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전조의 휴일(이하, 이 항에서 휴일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
고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휴
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갱내 근로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건강상 특히 유해한 업무의 근로시간 연장은 1일에 대하여 2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근로시간의 연장을 적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전항의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연장의 한도 기타의 필요한 사항
에 관하여 근로자의 복지, 시간 외 근로의 동향 기타의 사정을 고려
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협정을 하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협정에서 근로시간의 연장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협정의 내용이 전항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관청은 제2항의 기준에 관하여 제1항의 협정을 하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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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간 외 휴일 및 심야의 할증임금(割增賃金)
① 사용자가 제33조 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휴일에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간 또는 그 날의
근로에 관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임금계산액의 2할 5
푼 이상 5할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각 정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비율로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기준법 제37조제1항의 시간 외 및 휴일의 할증임금에 관
한 비율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정령(1994년 1월 4일 정령 제5호,
최종 개정: 2001년 6월 7일 정령 제309호)
노동기준법 제37조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비율은 동법 제33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한 근로시간의 근로에 관하여는 2할
5푼으로 하고, 이들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하게 한 휴일근로에 관하여는
3할 5푼으로 한다.
제38조의 3(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에 의한 협정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근로자를 제1호에 열거한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는 당해 근로자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에 열거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무의 성질상 그 수행방법을 대폭적으로 당해 사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종사하게 하는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
2.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시간
3. 대상업무수행의수단및시간배분의결정등에관하여, 당해대상업
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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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상황에 맞추어 당해 근
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당해 협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강구할 것
5.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처리에 관한 조치를 당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강구할 것
6.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협정에 대해 준용한다.
* (노동기준법시행규칙 제24조의 2의 2)

법 제38조의 3 제1항(전문업무형 재량근로제)의 규정은 법 제4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관계되는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적
용한다.
1. 신상품 혹은 신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인문과학 혹은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정보처리를 목적
으로 복수의 요소가 조합된 체계로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이 되는 것
을 말함)의 분석 또는 설계업무
3. 신문 혹은 출판 사업에 있어 기사의 취재나 혹은 편집업무 또는
방송법 제2조 제27호에 규정하는 방송프로의 제작을 위해 취재나
혹은 편집하는 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 새로운 디자인 고안 업무
5. 방송프로, 영화 등 제작사업의 프로듀서 또는 디렉터 업무
6. 전 각 호 외에,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업무
* 위 6의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대신에 의해 카피라이터, 시스템 컨설
턴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증권 애
널리스트, 금용공학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금융상품개발자, 대학에
서의 교수연구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일급건축사, 부동산감정사,
변리사, 중소기업진단사의 업무가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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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임금, 근로시간 기타 당해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사업주에 대해 당해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사용자 및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에 한함)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의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2호에 열거하는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를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제1호에 열거
하는 업무에 종사케 한 경우에는, 제3호에 열거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획, 입안, 조사 및 분석하는 업무
로서, 당해 업무의 성질상 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 수행의
방법을 대폭적으로 근로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해 사
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
으로 지시하지 않기로 한 업무(이하, 이 조에서 대상 업무라 한다).
2. 대상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지식, 경험 등을 가진 근로자
로서, 당해 대상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는 당해 결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3.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전 호에서 열거한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서 산정된 시간
4.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제2호에 열거한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상황에 상응하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당해 결의로 정하는 바에 의해 사용
자가 강구할 것
5.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제2호에 열거한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처리에 관한 조치를 당해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강구할 것
6. 사용자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호에 열거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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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대상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제3호에
열거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당해 동의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
7. 전 각 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 (대상 업무의 예)
지침은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가 될 수 있는 예로서, ①
경영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경영상태 경영환경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경영에 관한 계획을 책정하는 업무, ② 동 부서에서
현행 사내조직의 문제점과 태도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새로운
사내조직을 편성하는 업무, ③ 인사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태도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고 새로운 인사
제도를 책정하는 업무, ④ 동 부서에서 업무의 내용과 그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능력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사원의
교육 연수계획을 책정하는 업무, ⑤ 재무 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재무상태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행하고 재무에 관한 계획을 책정
하는 업무, ⑥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효과적인 광고수법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행하고 광고를 기획 입안하는 의무, ⑦ 영업에
관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업성적과 영업활동상의 문제점 등
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하고 기업 전체의 영업방침과 상품의 전체적인
영업계획을 책정하는 업무, ⑧ 생산에 관한 기업을 담당하는 업무에서
생산효율과 원자재 등에 관계하는 시장의 동향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
을 행하고, 원자재 등의 조달계획도 포함해 전 사회적인 생산계획을
책정하는 업무를 들고 있다.
* (대상 업무의 예외)
지침은 개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대상업무가 될 수 없는 예로서, ①
경영에 관한 회의의 서무 등의 업무, ② 인사기록의 작성 보관,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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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지불, 각종 보험의 가입 탈퇴, 채용 연수의 실시 등의 업무, ③
금전의 출납, 재무제표 회계장부의 작성 보관, 조세의 신고 납부,
예산 결산에 관계하는 계산 등의 업무, ④ 광고지의 원고의 교정
등의 업무, ⑤ 개별의 영업활동의 업무, ⑥ 개별의 제조 등의 작업,
물품의 대량구입 등의 업무를 들고 있다.
제41조(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이 장, 제6장 및 제6장의 2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별표 제1 제6(임업을 제외) 또는 제7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자
2.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독 혹은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
3.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

【별첨2】36협정 지침 125

【별첨2】36협정 지침
노동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지침108)
2018년 9월 7일
후생노동성 고시 제323호
노동기준법(1947년 법률 제49호) 제36조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노동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노동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지침
(목적)
제1조 이 지침은 노동기준법(1947년 법률 제49호. 이하, 법이라고 함)
제36조 제1항의 협정[이하, 연장(시간 외) 휴일근로협정이라고 함]에
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유의해야 하는 사
항, 해당 근로시간의 연장에 관계되는 할증임금의 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근로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적정한 것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당사자의 책무)
제2조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을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근로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는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고, 또한

126

일본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근로시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동조 제3항의 한도시간(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한도시간”이라고 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 휴일근로협정을 하는 사용자 및 해당 사업장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노사당사자라고 함)는 이러한 점에
충분히 유의한 후 연장 휴일근로협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용자의 책무)
제3조 사용자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키고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킨 경
우라고 해도, 노동계약법(2007년 법률 제28호)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
는 안전배려의무를 가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 심질환 등(부상에 기인하는 것을
제외)의 인정기준에 대하여”(2001년 12월 12일자 기발 제1063호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알림)에서, 1주간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
로한 시간이 1개월에 대략 45시간을 초과하여 길어질수록, 업무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 심질환(부상에 기인하는 것을 제외. 이하, 이
항에서 뇌 심장질환이라고 함)의 발병과 관련성이 서서히 강화된다
고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과 발병 전 1개월간에 대략 100시
간 또는 발병 전 2개월부터 6개월까지에 1개월당 대략 8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 심장질환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업무구분의 세분화)
제4조 노사당사자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 정하는 데 있
어서는 업무의 구분을 세분화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
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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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사항)
제5조 노사당사자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킬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등에 따라 임시적으로 한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업무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등, 항상적인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노사당사자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다음에 열거하는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시간의 연장이 원칙적으로 한도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충분히 유의하고, 해당 시간을
한도시간에 가능한 한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1개월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연장
하여 근로시키고,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
2.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1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
③ 노사당사자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에 관계되는 할증임금의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할증임금의 비율을,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한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법 제37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장시간의 목표)
제6조 노사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기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표 상란에 열거하는 기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표 하란에 열거하는 목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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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근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사항)
제7조 노사당사자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휴일의 근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로시킬 수 있는 휴일의 일수를 가능한 한 적게 하고,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강복지확보조치)
제8조 노사당사자는 한도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근로자에 대한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것
중에서 협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1.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의사에 의한 면접
지도를 실시할 것
2. 법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각 사이에 근로시킨 횟수를 1개
월에 대하여 일정 횟수 이내로 할 것
3. 종업에서 시업까지 일정 시간 이상 계속된 휴식시간을 확보할 것
4.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그 건강상태에 따라 대상휴일 또는 특별한
휴가를 부여할 것
5.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그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6.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해진 일수 연속하여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취득을 촉진할 것
7. 마음과 몸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창구를 설치할 것
8.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그 건강상태에 배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부서로 배치전환을 할 것
9. 필요에 따라서 산업의 등에 의한 조언 지도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
에게 산업의 등에 의한 보건지도를 받게 할 것
(적용제외 등)
제9조 법 제36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연장 휴일근로
협정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및 전 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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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 항의 연장 휴일근로협정을 하는 노사당사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도시간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연장 휴일근로협정을 하는 노사당사자는 1개월에 대하여
45시간 또는 1년에 대하여 360시간(법 제32조의 4 제1항 제2호의
대상기간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동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킨 경우에는, 1개월에 대하여 42시간 또는 1년에 대하여
32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 휴일근로협정에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 근로자에 대한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
도록 노력해야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해서는 전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중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유의해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노동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연장의 한도
등에 관한 기준(1998년 노동성 고시 제154호)은 폐지한다.
3. 법 제139조 제2항, 제140조 제2항, 제141조 제4항 또는 제142조 규
정의 적용을 받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에 대한 제9조 규정의 적용에 대
해서는 2024년 3월 31일까지 동안에, 동조 제1항 중 “법 제36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관계되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으로 되어 있
는 것은 “법 제139조 제2항, 제140조 제2항, 제141조 제4항 및 제
142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장 휴일근로협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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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6조 관계)

기간
목표시간
1주간
15시간
2주간
27시간
4주간
43시간
비고: 기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목표시간은 해당기간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정하는 시간(그 시간에 1시간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시간으로 절상한다)으로 한다.
1일을 초과하고 1주간 미만의 일수를 단위로 하는 기간: 15시간에 해당
일수를 7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시간
1주간을 초과하여 2주간 미만의 일수를 단위로 하는 기간: 27시간에 해당
일수를 14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시간
2주간을 초과하여 4주간 미만의 일수를 단위로 하는 기간: 43시간에 해당
일수를 28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시간(그 시간이 27시간을
하회하는 때에는 27시간)

108) 労働基準法第三十六条第一項の協定で定める労働時間の延長及び休日の労働につ
いて留意すべき事項等に関する指針 (平成30年9月7日) (厚生労働省告示第323号)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011010&dataType=0&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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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니시타니 사토시 오사카시립대학 명예교수(노동법) 인터뷰
일시 : 2020년 2월 4일
장소 : 류코쿠대학교 안주영 연구실
안주영 : 노동법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니시타니 : 일하는 방식 개혁의 기본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베 내각은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정책
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의 일하는 방식 개혁도 그 연장선으로 보
는 분도 있습니다만 내용만 보면 단순하게 규제 완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근로시간 규제와 비정규직 격차의 해
소 문제인데, 어느 쪽도 규제의 일정부분 강화라고 하는 면을 가지
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한 규제강화는 아니지
만 방법적인 면에서의 규제강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고
도프로페셔널제도를 제시하며 이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제도자체가 규제 완화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대단히 높은 법률의 허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반대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인데 고도프로페셔널제도가 이후 어떻게 기능할지
지금의 단계에서는 전망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 개혁을 규제완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합니다.
안주영 : 규제완화 일변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니시타니 : 이것은 사회정책적 측면과 경제정책적 측면 양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일하는 방식은 막다른 길에 이르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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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매우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 먼저 인구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하고 여성노동력을
노동 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한다든가, 신체 장애인 등이 비정규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입니다. 경제적인 정책 면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근로자의 동기를 향상
시키거나 잔업의 규제를 통해 인건비를 삭감시켜 정규직 근로자로
전직하도록 하여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들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10, 20%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옛날부터 말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로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기업 측의 요구 등 여러 의도가 얽힌 결과로서 일하는 방식 개혁
이 추진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정책 측면입니다. 과로사나 과로자살 등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갖는 근로자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고 이것은 이미 방치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근로빈곤의 문제, 비정규근로자의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이 일본경제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적 고용
관행은 내부노동시장이라고 지적되는데 그 핵심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 단독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멤버십형 고용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직무내용, 근무 장소뿐만 아니라 근로시간까지 특정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대신 근로자에게는 장기고용, 기업 내 복리를 일
정정도 보장하였습니다. 이것이 고용 면에서 종속이 지나치다 보
니 장시간 노동이나 과로사, 과로로 인한 자살이라고 하는 터무니없
는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 고용의 또 하나의 특
징이 핵심 정규직 근로자의 외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일
종의 범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1990년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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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급증했습니다. 사실 일본경제는 2000년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성장, 호황이 계속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
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하기 쉬운 존재
였고 비용 절감의 측면이 있지만 일본 사회 전체로 보면 사회의 불
안정성, 구매력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 내 복리도 사측에는 큰 비
용으로 작용하는데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업이 1990년대
이후 이를 대폭 삭감해 왔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유
지되어 온 근로자의 헌신과 기업의 안정적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가 됩니다. 이
러한 점에서도 종래의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안주영 : 이러한 한계에서 나온 것이 여성의 활약 등 노동시장 개혁이군요.
니시타니 : 그렇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일본정부는 여성 활약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여성노동력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고용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성의 장시간
노동이나 빈번한 전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어렵고 결국은 비정규 근로자가 되게 됩니다. 기존 고용시스템을
유지한다면 여성노동력의 이용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내부노동 시장이나 일본적인 고용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법률, 특히 법원의 판례로 지탱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고용은 현재는 노동계약법 의 16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고 제한에 관한 판례에 의해 미국은 물론, 유럽과 비교해도 비교적
강하게 보호되어 왔습니다. 대신에 노동조건의 변경은 사용자의
단독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취업 규칙의 변경에
합리성이 있는지 체크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단독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안주영 : 일본의 내부노동시장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례로
보충되어 온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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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타니 : 예. 이번의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는 이러한 판례에 크게 손을
대는 측면은 별로 없지만, 이러한 모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법적으로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경을 반영해야만 할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전환배치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법연구자, 특히
보수적인 노동법연구자 안에서도 전환배치 법령은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연결되어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 근무나 전환배치의 명령을
받아서 이에 따라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생활설계 등을 할 수 없습
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법연구자들도 기존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동 실태와 법률론이 모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법 개정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영 : 그렇다면 이번 법 개정이 노동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요?
니시타니 : 먼저 근로시간 규제는 지금까지 36협정으로 사실상 무제한적
으로 허용되던 것에 상한선을 두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
다만,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것이 과로사 인정 기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심하게 낮은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10시간이라든가 20시간이라든가
보다 낮은 기준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36협정을 체결한 것은 과반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지만, 노동조합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균등대우에 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 이상으로 큰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슬로건에 내세우면서 내용적으로는 균등 대우보다도 균형 있는 대우,
법률론으로 말하면 불합리한 격차를 금지한다고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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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유기와
무기 계약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고 있습
니다. 판결의 경향을 볼 때, 기본급과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각종 수당은 차별 금지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임금체계
에는 수당 종류가 다양하고 비중도 높은데, 이러한 수당에 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
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도 대응수단을 강구해
야만 하는 상황인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기업의 인건
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므로 정규직 직원의 수당을 폐지하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정사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아닌 방식, 즉
하청 등의 방법으로 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균등, 균형
대우로 일본 고용 관행과 일본 노동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예측
하기 힘들지만 정규직 직원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도 예상 가능
한 일입니다. 즉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는 과감하게 범위를 축소
하고 그 외부의 노동조건이 좀 더 낮은 정사원이나 한정적 정사
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해고의 금전해결제도를 추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양한 정규직 근로자 제도를 뒷받침할 것으
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겸업
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왔습니다. 전통적
으로 일본의 기업은 취업 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겸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
금이 낮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실상 겸업을 꽤 해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인정하고 정책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주영 : 결국 이 법을 각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노사관계나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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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타니 : 이것이 문제인데요. 결국 노동조합이 중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지금의 노동조합 실태를 보면 노동조합에 기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개별 합의로 개인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해지고 그것을
법원의 판례가 백업하거나 노동심판제도 등의 노동 재판을 이용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제 의견입니다.
안주영 : 개인이나 근로자의 힘을 보완해 주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군요. 앞으로 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니시타니 : 근로시간에 관해서는 절대적 길이도 중요하지만 시간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진행
되는 논의이지만 근로자는 모두 시간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주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근로시간문제는 근로자가 각각의 생활설계를
존중하도록 해야 하는데 기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업무 시간을
정해놓고 노동기준법도 형식상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6협정으로 시간 외 근로에 합의하고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시간주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의 길이뿐
만 아니라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존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확립할 필
요가 있습니다.
안주영 : 시간 문제에 관해서는 길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재량권도 중요
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니시타니 : 그리고 비정규근로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중요
합니다. 일본에서는 전체의 4할 가까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가면 수당의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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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정사원에 근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방면에서는 비정
규직 근로자가 아닌 비근로자로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고
용 보장입니다. 일본에서는 입구 규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균
등 대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균형 대우가 아닙니다. 동일노동 동
일임금 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실 이것은 일본이 이미 국
제 조약으로 비준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남녀차별 철폐 조약도 그렇
고, 국제인권 규약 안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들어 있
는 셈입니다. 이들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라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고용보장과 균등대우 두 요소가 필요한데 그렇다
면 결국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
다. 특히, 여성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장시간의 잔업이나 배치전환
은 불가능하므로 비정규근로자의 개선은 결국 정규직 직원의 일하
는 방법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 결국 멤버십형에서 직무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논의가 필요해질 듯합니다. 오
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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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우니 히로아키 교토대 명예교수(경제학) 인터뷰
일시 : 2020년 2월 6일
장소 : 교토대학교 우니 히로아키 연구실
안주영 : 어떠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니 : 10년 정도 전입니다만, 제가 제도경제학이라는 책을 출판한 직후에
경제산업성의 간부가 저에게 일본 노동정책이나 산업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와 정규직 내부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고 임금을
상승시켜 내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 간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반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주영 : 의견을 듣고 싶다고 찾아온 자리에서 그러한 반론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우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간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는
일본 기업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했던 것이지요. 개인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분위기가 10년 만에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일본은 2010
년 이후로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했고,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
을 제1차 소득수지에서 얻게 됩니다. 즉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에서 얻는 수익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은 더이상 수출 우위국이 아니라 해외투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저비용, 저임금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
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주장의 설득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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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것입니다.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에서
도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해외 비지니스를 잘 운용하는 것
이 일본경제와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중국,
한국과도 다른 최근 일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무
역수지가 경상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저임금 수요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주영 : 이러한 경제상황 속에서 일본 고용시스템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니 : 그렇습니다. 한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제 지도학생
중 일본경제단체연합회에 취직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일
본경제단체연합회에서 면접을 볼 때 받은 질문이 일본 기업의 종
신고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
생은 여러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단체의 움직임을 생각
해 한계에 직면해 있고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대답을 했다
고 합니다. 그러자 면접관으로 있던 부회장이 종신고용제도는 일
본 경쟁력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자
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노동시장 유
연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10년 전까지도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경영자 단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경영자 단체도
정규직 직원의 장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일본 고용시스템을 변화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주영 :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일본 고용시스템의 이점이 사라진 가운데
일하는 방식 개혁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잘 이해했습니다.
우니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선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인 데도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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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비 부담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을 조사해 보았습니
다만,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사적 의료비 지출에 비해 공적
의료비 지출이 높습니다.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공적 의료
비 지출이 80%로 유럽 국가와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적 의
료비 지출이 고령화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공적 의료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야만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에 비해 조세부담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낮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더 심합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조세부담 대신에 정년 연장 등으로 더 오랫동안 일
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도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주영 : 경제구조 변화와 더불어 현 상태의 사회보장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이 추진된 것이군요.
우니 :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즉
자민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 전통 지지기반은 농민이었지만, 이미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를 대신해 근로자를 지지기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미 입헌
민주당이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지기반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주영 : 화제를 전환해서 경제와 고용시장에 관해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일본은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황인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니 : 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별 노조의 구조라면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전체를 생각하게 됩니
다. 과거에 기업별 노조라는 구조에서도 춘투를 통해 전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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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해 나갈 수 있었지만 그 기능이 쇠퇴한 현재 임금은 개
별 기업에 맡겨져 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는 임금이나 상여금
을 높여도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공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별적
인 임금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임금인상 압력 요인
이 있어도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문제에서도 근로시
간 규제를 36협정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었지
만 기업별 노동조합 구조 속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업 간 경쟁이 있고 노동조합이 그 경쟁을 의식
하게 되는 상황에서 기업 내에서 근로시간 상한을 더 엄격하게 적용
하자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듭니다. 이렇게 노사가 사회적 조정
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데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안주영 :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어떻게 기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니 : 교토대학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균등대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거의 검토
되고 있지 않고 다른 대학의 상황을 지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접근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부터 개혁을 진행했을 때의 폐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균등 대우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주영 : 그것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인가요?
우니 : 지금 당장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5년 이후
이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각 기업이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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