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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대표”라는 말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다. 가장 넓은 의미
로는,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들의 의사 또는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제도를 포괄적으
로 지칭하는 일반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용법에서는 노동조합도 근로자대표에 속한
다. 이것보다 좀 좁은 의미로는, 노동조합을 조합원대표로 자리매김하고 그것과 구별되
는 개념으로서 특히 기업 내 종업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제도를 지칭하는 개념으
로 쓰인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로서(제24조 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뒤의 두 가지 용법에서는 모두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개념화되고,
따라서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마지막 용법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한 기업의 근로자 과반수를 조
합원으로 조직하고 있다는 특수하고 우연한 상황에 기대어 해당 기업의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일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일 뿐,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는 여전히 조합원
대표로 머물러 있는 존재이다.
근로자대표권이란 첫째 의미를 가리킨다. 즉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근로자들이 대
표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이를 둘러싼 논의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조합원이 아
니라 근로자 전체의 대표로 재정의하는 것, 종업원대표제의 강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대
표성을 보충하는 것,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제삼의 대표제를 구상하는 것 등 다양한 흐름
들이 있다. 이 모든 논의들에 공통적인 첫 번째 질문. 근로자는 왜 대표되어야 하는가?
노동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노동의 특징은 종속성이다. 이 종속성은 노동의 점유 불가
능성에 대한 보상이다. 노동의 점유 불가능성이란 노동하는 자의 인격으로부터 노동을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노동을 자신의 의도대로 처분하기 위
하여 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미 노동은 상품이 아니라는 진실이 드
러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eseongpark@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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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포커스

노동은 상품으로 의제될 뿐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품고 있는 인격, 즉 노동하는 자를 자신의 처분 아래 두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
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근로계약이다.
노동을 자유롭게 계약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적 자치의 원리와 그 계약의 실
현은 일방의 인격을 타방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 놓이게 한다는 사실은 법적 모순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모순은 개별적 차원의 종속성을 집단적 차원의 대등성으로 끌
어올림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노동삼권의 보장을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이것을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
고 이 원칙을 실현하는 원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표이다.
대표는 개별적 종속성으로서 무대 아래 머물러 있는 각각의 근로자를 하나의 집단으
로서 법의 무대에 주연으로 올리는 과정이다. 대표되지 못한 근로자는 사회법의 무대에
서 집단적 차원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지 못한다. 여전히 개별적 종속성에 갇혀 있는 근
로자는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배반하게 된다. 종속성만이 전
면에 등장하고 자치의 원리는 증발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대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근로자는 모든 곳에서 대표되어야 한다. 기업이든, 기업집단이
든, 지역이든, 업종이든, 혹은 나아가 국가 전체 차원이든,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장
소에서 대표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기업과 지역 그리고 국가와 세계
이 모든 수준에서 노동의 강력한 참여권과 대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와 민
주적 경제 발전의 열쇠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표권을 보장하는 원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유주의 원리이고, 하나는
공화주의 원리이다.
자유주의 원리는 법적으로 노동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형식적 사실에만 주목하면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존재를 스스로의 권리 불행사의 문제로 국한시킨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은 여기에서 금과옥조가 된다. 자유
주의 원리는 권리의 향유 근거를 근로자의 기여에서 찾는다. 즉 스스로의 부담으로 노
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 노동권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공화주의 원리는 대표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장려하는 요소
를 추가함으로써 권리의 행사를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성의 영역으로 이전시키고
자 한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가 있다면, 왜 잠자고 있는지 또는 왜 잠자고 있을 수
밖에 없는지를 묻는다. 공화주의 원리는 근로자라는 사회적 지위 자체가 노동권을 향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단체협약의 규범력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자유
주의 관점에서는 자기의 부담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단체협약을 향유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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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화주의 관점에서는 일정한 직업적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
는 사실 자체가 단체협약을 향유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1조에 의하
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은 노동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표되어야 하는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은 가장 전통적인
대표 양식이다.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표의 각 차원마다 고유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보충적인 양식을 결합하려는 시도 또한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현실성과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노동
조합에 대한 철학적 의미에서의 인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업종이나 지역 차원에서는
노사의 자치적 교섭과 합의의 결과로 성립한 단체협약이 해당 업종과 지역 내의 명실상
부한 직업적 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적 영역과 상호 교차하는 제
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첫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서도 대표 원리는 실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에서 근로
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대표가 존재
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 내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할
때 단체교섭에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청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오히려 어떤 구체적인 제도를 구상하는 것보다는 기업집
단 자체가 하나의 대표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에서는 개별 기업이라는 하나의 법인 단위로 노동법을 생각하는 풍토가 여전히 심
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다르므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단순한 논리가 여전히 주류적 견해
로 통용되는 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아니라 법인에 대한 포괄적 지배를 통해
서 타인의 노동을 자신의 이윤 추구에 사용하려고 하는 하청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전통적인 근로자대표권은 시련을 겪고 있다. 자본과 상품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
은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시키고 있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생존을 위한 지상과제가 되었다. 시장의 법칙은 오늘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일
체의 법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전지전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은 인간의 모든 제도
를 규정하는 근본규범이 되고, 법조차도 규범시장의 상품으로 취급된다. 법률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은 기업에 유리한 법, 노동에 불리한 법이다.
시장의 법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는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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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다. 개인의 한계를 집단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던 근로자대표권 또한 그 변
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기업은 점점
더 자신에 찬 목소리로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하고,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과정에서
는 노동조합의 좀 더 적은 개입, 나아가 비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근로자대표권에 대해서 재숙고할 것을 요구하며, 변화의 요소들과 그
것이 다양한 층위의 노동관계 속에서 일으키는 반향들을 고려하는 속에서 새로운 접근법
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휘발하는 경제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
리를 보장한다는 노동법의 첫째 소명을 환기해야 하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다.
이번 호 노동리뷰는 근로자대표권에 관한 실정법상의 여러 제도를 이러한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어떠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학계의 다양한 의견
들을 모았다. ‘대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착상이 비롯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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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의사결정주체로서의 근로자대표
박 은 정*
1)

Ⅰ. 서 론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대표’라는 용어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파견근로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라는
용어가 현재는 여러 법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로
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와 근로시간제도이다. 그리고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대표는 엄밀하게 말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과반수 근로자대표이다. 그러므로 현행 법
제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게 된다.
<표 1> 각 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역할

근로기준법

∙ 경영상 해고에 있어서 사전협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52조)
∙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57조)
∙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
∙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추가․변경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59조)
∙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62조)
∙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협의의 주체(근로기준법 제70
조 제3항)

* 인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ejpark91@inj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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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
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동의와 의견제출의 주체(제4조
제3항 및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퇴직연금규약작성에 대한 동의의 주체
(제12조 및 제13조)
∙ 퇴직연금제도의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규정상 동의의 주체(제26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의 주체(제4조)
∙ 파견근로자사용에 대한 협의의 주체(제5조 제4항)
∙ 경영상 해고 후 파견근로자사용금지기간단축에 대한 동의의 주체(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혹은 노사협의체) 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도급사
업에 대한 안전․보호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통지요청의 주체
(제1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변경에 대한 동의권(제21조)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협의권(제36조의2)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
보제공요청의 주체(제41조 제8항)
∙ 작업환경측정 시 입회와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 등의 주체
(제42조 제1항, 제6항)
∙ 건강진단 입회 및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 등의 주체(제43조 제1
항, 제6항)
∙ 산업안전․보건진단 시 입회의 주체(제49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출의 주체(제50조 제3항)

고용정책기본법

∙ 기업의 고용관리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원요청의 주체(제29조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임금피크제의 실시에 대한 동의의 주체(제14조 제2항 제2호)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근로자대표제도의 원형은 일본의 노동관계법제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외근로에 관한 노사협정을 시작으로 하여 1987년 노동기준법 개정에서 대폭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 10여 개의 조문(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 제1항(임금전액지급
의 예외),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근로시간제), 제34조(휴게시간), 제36조(시간외 근로
시간),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근로시간제), 제38조의4(사업장 내 근로조건결정을 위한
조사심의위원회의 참여 및 의결대상 등), 제39조(연차유급휴가), 제90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제95조(기숙사) 등)에서 노사간의 협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형성기능을 인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논의는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정
에 대한 해석과 입법적 불비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근로자대표제도
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법제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1) 일본에서 근로자대표제도에 대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은정(2010), ｢일본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연혁과 법제화논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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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일본의 노사관계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노동기
준법이 제정되었던 1947년 일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6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러
한 상황 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시스템을 좌우하는 것은 노동조합이었고, 근로자대표제
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보완적인 지위를 가질 뿐이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담아내는 수단
은 당연히 노동조합이라고 인식되었고, 노동조합이 없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러한
경우에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은 바뀌었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장기적으로 저하되는 과정에
서 일본의 입법자 및 노동법학계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에 한계를 느꼈고, 많은 기업에서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게 됨에 따라 노동
기준법상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 하에서의 의사결정주체는 과반수 근로자대표이어야 하
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여기에서 과반수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노동조합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근로자의 대표체로 인식되기도 한다.2)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를 말해 보면, 과반수 근로자대표제도가 법에서 처음 이용
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이 규정된 1997년 근로
기준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
락하는 추세를 보여 1997~2001년 12%대, 2002~2003년 11%, 그리고 이후 내내 10%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곧 근로자대표이다라는 전제는 불가
능한 상황이었다. 입법 당시 국회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근로자대표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불투명하다. 다만 추측해 보자면, 집단적 의사결정이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필요함을 전제
로 외국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검토하던 중 일본의 근로자대표제도를 염두에 두고 입
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97년 법제화된 경영상 해고제도에 대하여 판례는 일찍
부터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3)을 요구하고 있었
고, 이것은 또한 일본의 정리해고제도를 충분히 인용한 것이었기 때문이다.4) 이를 감안
한다면, 우리 법상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5)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한국노동연구원, p.83 이하를 참조.
2) 위의 논문, pp.84~85 참조.
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4) 이에 대한 연구는 조상균(2006), ｢[판례평석]정리해고의 정당성｣, 성균관법학 18(1), p.565 이하 및
박은정(2009),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분석｣, 조정과 심판 제36호, 중앙노동
위원회, p.33 이하 참조.
5) 박제성(2003), ｢텍스트 다시 읽기 -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노
동법연구 제15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볼 수 있는 견해인데, 다만 박제성 박사는 최근의
저작에서 이러한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박제성․도재형․박은정(2010), 기업 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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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 문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결정 간 효력의 문제, 근로자대표를 활성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을 활성화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차 등이 발생한다.
비록 출발이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고민은 일본과 같은 국면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법은 왜 이러한 근로자대표제도를 규정한 것일까? 현행 법상 근로자대표가 하
는 역할은 근로조건 등에 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다. 개별적 근로자와의 개별적 노동관
계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 등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
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근로자대표는 누구이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일
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근로자대표는 왜 필요한가?

서론에서 말한 대로 현행 법상 근로자대표는 집단적 의사결정역을 담당한다. 집단적
의사결정역을 담당하는 주체로 가장 익숙한 것은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도상
존재하고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은 적잖게 혼란스럽다.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들
의 자치적 단결기구가 있는가 하면, 근로기준법 등에서와 같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가 있고, 또 ｢근로자의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서는 일
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집단적 의사결정 기능을 부여하
고 있다. 이렇듯 법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경우, 서론에서 추측한 바와 같이, 경영상 해고제
도 등을 법제화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때 복수의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노사협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가 있기는 했다. 노사협의회는 1963년 노동조합법 내
규정되었다가 1980년 노사협의회법으로 독립된 후 1996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이하 근참법)로 법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행과 같은 제도로 정착되었는데, 노사
협의회제도를 고안한 것은 투쟁적 노사관계의 지양을 의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
로조건 결정법리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p.182 참조). 이것은 근로
자대표에 대한 개념적 접근의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현행 법 해석상의 오류였음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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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6) 실제 노사협의회법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1963
년 노동조합법은 노사협의회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대표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한
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33조 제4항). 이 조항은 1973년 노동조합법 개정 시 삭제되기
는 했지만 여전히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단체협약 범위 내의 생산․교육․훈련․작
업환경․불만처리․협의회의 운영 등의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던 듯하다. 물론 이러한 혼동은 1980년 노사
협의회법 제정을 통해 사라졌고, 현행 근참법은 제5조에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한 법의 접근이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법의 접근을 살펴보았
을 때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일정한 자격(즉 과반수
의 조직)을 갖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밖의 영역에서 ‘근로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나 노사협의회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의미를 부여받
을 수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근로자대표는 말 그대로 근로
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는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
에서의 한 축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대표는 아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노동조합 등에 의한 집단적 의사결정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개별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집단적 의사결정이 반드시 근로조건의 통일성 유지만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대표를 요구
하기도 하겠지만(예컨대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
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것과 같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를 요
구하기도 한다(예컨대 경영상 해고 시 사용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
준 등에 대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제
도는 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하지만, 노동조합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대
표할 주체가 충분하지 않다.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를 살펴보면,8) 2013년도 노동
조합 조직률은 10.3%이다. 조직대상 근로자 1,700만 명 중 약 170만 명이 노동조합에 가

6) 김형배(2008), 노동법, 박영사, p.992.
7) 유경준․박은정(2012),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시스템에 관한 연구｣, 산업관계연구 22(1), 한국노
사관계학회, p.2.
8) 고용노동부 2014년 10월 30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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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근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10년
조직률이 9.8%로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여(복수노조의 허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듯하다)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단체협약의 효
력확장제도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조직률보다 높겠지만, 그
조직률이 10.3%에 불과하다는 점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그 대표자
를 노동조합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의문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고려했을 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곧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
다. 노동경제학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다루고 있듯,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분명한 경제적
효과(임금상승효과나 고용효과)와 같이 눈에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가시적 효과 이외에
도,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효과(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존재를 마땅하게 여기
지 않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높은
근로조건, 강성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임금교섭 결과가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
향과 같은 것들)도 존재함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9) 또한 노동조합은 집단적 노동관
계의 주체로서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집단적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데,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목
소리가 필요함에도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로 인해 근로자들이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일정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10) 그래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와 같은 노동조합 이외의 집단적 의사결정역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Ⅲ. 근로자대표의 모습

위에서와 같이 현행 법상 근로자대표제도는 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하여 ‘과반수 근로자
를 대표하는 자’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과반수 근로자를 대
표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선출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또 예를 들어 ‘과반수 근로자

9) 김윤호(2007),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의
검증｣, 노동정책연구 7(4),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홍
민기(2012),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사용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
연구, 18(1), 한국경제발전학회, p.23 참조.
10) 박은정(2013), ｢우리나라 근로자대표시스템의 평가와 모색｣, 유경준 편,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와 근로자대표권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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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표하는 자’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때 그 결정
의 효력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잇따른다. 그러나 법은 여기에 대하여
어떤 해답도 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는 현행 법상 근로자대표의 성질 때문이다. 현행 법상 근로자대표는 상
시적․고정적 조직이 아닌, 일시적․임시적 조직에 불과하다.11)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
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해당 노
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부여받은 시점에서 과반수성을 지니게 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우연한 결과이다. 현행 법상 정해진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대표로서의 역할
자체가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는 아닌 것이다. 근로자대표의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부여
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서 과반수 근로자의 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뿐, 그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항시적 근로자대표가 될 수도 없
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역할에 따른 서면합의나 동의 또는 의견청
취 시점에 “근로자다수의 의사를 체결함에 불과”12)한 조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학자들은 현행 법상의 근로자대표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방식
으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며 근로자대표의 모습에 대하여 고민한다. 예
컨대, 2010년 이철수 교수는 “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 정립을 위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현행 근로자대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현행 법제도의 틀을 전제한 상
설적 “사업장 협의회”를 주장하였다.13) 이철수 교수의 “사업장 협의회”는 과반수 노동조
합이 없는 모든 사업장(노동조합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에 근로자
대표제도와 노사협의회제도의 특징과 내용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
로자대표제도를 입법적으로 정비해나가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방식이나 노
사협의회의 역할 등을 받아들이는 제도적 모색이다. 이철수 교수의 “사업장 협의회”는 과
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까지를 포괄하지 않는다. 과반수 노동조합은 현행 법상
매우 포괄적인 (과반수)근로자대표권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의 틀을 전제하는
이 논의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포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다만, “현행 법의 틀을 전제한다는 것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제외시
켜 두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리적으로 과반수노조라 하여 왜 비조합원의 발언권
을 봉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고, 과반수의 여부는 변동적이고 우연
적인 사실이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
11) 위의 논문, p.119.
12) 김인재(19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제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
구회, p.245.
13) 구체적인 내용은 이철수(2011), ｢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 정립을 위한 소고｣, 산업관계연구
21(1), 한국노사관계학회, p.2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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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과반수 여부에 관계없이 통일적인 종업원대표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고 설명한다.14) 그리고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대표의 민주성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근로자대표에게는 ① 근로자 측 대표의 근로자 과반수 지지의 획득, ② 선출
절차의 민주성, ③ 임기의 제한, ④ 근로자 측 대표로 선출된 이후라도 근로자 측 대표로
서 자격이 부적절함을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 ⑤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
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훈 박사와 박종희 교수도 그 공동연구에서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기적으
로 저하 추세에 있는 노조 조직률이 고용형태의 다양화 현상과 맞물려 노동시장에서 어
떤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지,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기능이 어떻게 저하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근로자대표제도로서의 종업원대표제를 어떻게 ‘법⋅제도적’으로 재정
비 내지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모색한 바 있다.15) 여기에서 김훈 박사와 박종희 교수
는 근로자대표제도로서의 종업원대표제는 ① 조직 주체 내지 범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과는 달리 당해 사업(장) 단위의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체를 전제할 것, ②
이러한 종업원대표기구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자발적이며 임의적인 결사체
인 노동조합과는 달리 법률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설립이 강제되는 강제설
립주의에 기초한 기구이어야 할 것, ③ 현행 노동관계법상 다양한 종업원대표제를 통합
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를 축으로 일원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④ 종업원
대표기구는 필요한 경우에는 대등성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조건 결정 주체로서의 역할도
대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 ⑤ 종업원대표제를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 그 운영체계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현행 노사협의회 방식을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⑥ 종업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
동’을 대표하는 지위에 선다면 비록 형식적으로 소속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
에서 전적으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근로자(=파견근로자, 사내하청근로자)들도 다 함
께 이해관계 당사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종업원대표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것, ⑦ 집단
적 자치를 협약자치와 종업원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체계로 편제하여 노사관계
에 또 다른 질서형성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을 말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집단적 자치를 협약자치와 종업원대표제로 이원화하면서, 단체교섭의 대상을 협의의 근
로조건으로 국한하고, 근로조건 이외의 것들(경영⋅인사 사항을 포함하여)에 대해서는
종업원대표제가 협상할 수 있도록 포섭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
고 있다. 즉 노조를 축으로 하는 협약자치는 전통적인 협의의 근로조건으로 한정시켜 단
14) 위의 논문, p.30.
15) 김훈⋅박종희(2011), ｢종업원대표제 재구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산업관계연구 21(2), 한국노
사관계학회, p.2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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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교섭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의 여지를 줄여 집단적 노사관계의 안정
화를 도모하고, 경영⋅인사적 사항이나 기타 새로운 노사간의 집단적 이슈가 등장할 경
우 이를 흡수하여 종업원대표기구에 의해 갈등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공정하고 합리적
인 사업장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시스템이 재정비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16)
위와 같은 연구들이 제시하는 일정한 방향은 언제나 노동조합에 근로자대표성을 기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 이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을 집단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의 근로자대표(사업장협의회, 종업원대표 등 그 이름을 막론하고)가
요구된다는 점, 이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 법정 조직 형태
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새로운 노사자치규범이라고 보든, 단체
협약이라고 보든) 일정한 규범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능력을 가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은 사업장협의회제도나 종업원대표제도 등은 모두 노동조합 이외의 별개 근로
자대표 조직을 구상한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새로운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
요한가? 그것을 반드시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에 대한 법규범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완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에게 좀
더 확대된 개별적 노동관계에서의 근로자대표로서의 지위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근로자대표제도의 원형이라고 언급했던 일본에서도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논쟁이 된 바 있다. 즉 과반수근로자대표와 관련된 입법적 불비와
해석상의 충돌 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종래부터 일본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를 법적
으로 정비하자는 입법론과, 근로자대표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노사자치의 원리를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 따라 입법론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존재했다.17) 이 가운데 毛塚勝
利(けづか․かつとし）교수는 “기업 또는 사업소에 고용된 근로자인 종업원이 스스로 선
출한 대표자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한 노동생활과 관련된 사항
의 결정에 관여하는 제도”라고 근로자대표를 정의내리면서,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선출에 의한 것일 것, ② 대표자가 근로자집단의 대
표기관일 것, ③ 근로자의 대표가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해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권 내지 발언권을 갖고 있을 것, 이외에 부수적 요소라고 생각되지만, ④ 대표의 활동
에 맞는 재정적 기반 등 활동보장이 있을 것, ⑤ 근로조건의 규제방법 여하에 따라 분쟁
해결의 수단을 가질 것 등”을 요구하였다.18) 그런데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대표조직이
16) 위의 논문, p.43.
17) 일본의 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박은정(2010), p.111 이하를 참조.
18) 毛塚勝利(1992), ｢わが国における從業員代表法制の課題 - 過半數勞働者代表制度の法的整備のた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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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유럽국가 등에서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대표를 필요
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毛塚 교수는 던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으로서,
첫째 기업 내 근로조건규제에 대한 필요성의 증대에 노동조합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 둘째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대표는 기업 내 노사관계의
안정화 내지 분쟁을 줄여주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의 근로조건규제를 일
원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근로조건에 대한 탄력적 규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毛塚 교수는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개별대표방식(개별적인 안건마다 대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 둘째는 포괄대표기관방식(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상설적인 근로자위
원회 방식), 셋째는 일부대표방식(과반수근로자대표가 근로조건의 형성에 실질적이고 항
상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에 국한하여 설치되는 전문위원회 방식)이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이유들은, 일본이 근로자대표제도를 노동기준법에 도입하고 확
대시킨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는 못한다. 毛塚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체제 아래에서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노동조합이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필요성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따라서 이러한 이유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만 국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근로자대표제도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
다), 노동조합과의 관계 하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는 얼마든지 원만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전개해나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단체협약에서 노사분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
다). 근로조건에 대한 탄력적 규제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다(노사협정이
사용자에 의한 무작위적인 근로조건형성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근로자대표 등과
의 협의를 통한 제한적인 근로조건형성가능성을 열어 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면 말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든 세 가지 정도의 원인들은 일본의 노사관계 하에서 근로자
대표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설명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毛塚 교수는 일본이 근로자대표
제도를 필요로 하는 진정한 이유를 “노동조합이 질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다.19)
반면 大內伸哉(おおうち․しんや) 교수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방
향에 대하여 소극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20) 大內 교수는 노동조합중심적 사고 가운
데 “노사협력적인 과반수근로자대표가 법률로 제도화되어 버리면 노사대항적인 노동조
합의 저해요인이 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쟁의권 등의 강력한 대항수단을 갖지 않는 과반
の檢討課題｣, 日本勞働法學會誌 第79號, 日本勞働法學會, pp.129～157.
19) 위의 논문, p.139.
20) 大內伸哉(2007), 勞働者代表法制に關する硏究, 有斐閣, p.9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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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을 대신하게 되면, 결국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위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관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을 저해하는 법적인 장해나 사실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기는 하지만, 大內 교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로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견해를 보인
다. 이 견해에서 노동조합은 온전한 임의단체이고,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활동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과반수근로자대표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해 사업장의 다수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이다.21) 그러
므로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과반수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근로자
대표의 노사협정을 통하여 정한 집단적 근로조건이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
건을 결정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반수의 지지가 진정으로 존재할
것이 필요하고,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의 의견을 스스로 청취하여 그 다수파의 의견을 확
인하고 이를 표명하고 있는 경우, 과반수의 근로자로부터의 위임을 받아 의견을 표명하
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민주적인 과반수대표자선출절차를 두고 있고 그 절
차에 따라 선출된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22)
위와 같이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일본은 2005년 今後の労働
契約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이하, 연구회)의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노사위원회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과반수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 근로자대표제
도는 ①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한 사람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전 근로자를 대표하
게 되는데, 취업형태나 가치관이 다양하고 근로자의 균질성이 낮아지는 가운데 한 사람
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② 과반
수근로자대표는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협정체결 등을 할 자를 선출하는 것을 밝히고
실시되는 절차에 따라 선출되기 때문에 상설적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를 들어 시간외근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과반수근로자대표가 있다고 하
더라도 당해 대표자가 그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의 실제의 운용을 확인하는 것 등은 기
대하기 어렵다는 점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과 상설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위원회는 투명한
선출절차, 공정한 대표성, 임기제와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연구회의 노사위원회는 노동조합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
조합의 조직률이 저하되고, 집단적인 근로조건결정시스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
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보의 질 및 양의 격차와 교섭력의 격차를 시정
21) 위의 책, p.182.
22) 위의 책, p.190.
특집_17

특

집

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협의 등을 할 수 있는 장이 존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노동조합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교섭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책
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도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노사위원회 설치는 인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본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학자들의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논
의는 주로 적극적 입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노동조합
병존형 근로자대표제인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제도적 정비방안을 모색할 때의 근로자대표제는 노동조합 병존형보
다는 포함형이 옳다고 생각한다.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현행과 같이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와 같은 병존형 체제를 지양하고 독립적 근로자대표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독립적 근로
자대표제가 설정되면 누군가는 근로자대표가 되어 집단적 의사결정역을 수행할 것인데,
이때 근로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일 수 있
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자 한다면 그 의사를 존
중하여 새로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자대표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의 문제가 남는다.

Ⅳ. 근로자대표의 조건과 선출절차 등23)

(1) 우선,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곧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혹은 기구)가 피대표자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이고, 근로자대표
의 행위가 피대표자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적 의미에서 대표란,
그 대표의 행위가 곧 피대표자들의 행위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근로자대표가 탄력적 근로시간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하게 되면, 그 서면합의에 개별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23) 주로 박은정(2013), p.143 이하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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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은 서면합의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집단적 대표의 행위
가 피대표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형성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될 때, 그 대표는 대표로
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성은 조직력으로 취득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그것을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대표기구를 예정할 때 그것의 대표성은 아마
도 법이 담보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같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대표는 대표성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이 조직범위가 어느 정도 분명한 단위에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은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직종이나 산업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근로자대표, 나아가 전국 단위의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은 어떻게 확인하고 담보할 것인
가? 이것은 법이 할 일이다. 근로자대표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중층적으로, 즉 전국-산업-직장에서 대표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정 기준
과 절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표성을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대표 선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이다.
근로자대표를 구상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
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공정성과 민주성이 근로자대표성의 취득 과정에서 담
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절차적 정의는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毛塚勝利(けづか․かつとし）교수가 말한 근로자대표의 요건, 즉 ① 근로자대표가 근로
자의 선출에 의한 것일 것, ② 대표자가 근로자집단의 대표기관일 것, ③ 근로자의 대표가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수단, 다시 말해 근로조건에 대한 규제권 내지 발언권을 갖고 있을
것, 이외에 부수적 요소라고 생각되지만, ④ 대표의 활동에 맞는 재정적 기반 등 활동보장
이 있을 것, ⑤ 근로조건의 규제방법 여하에 따라 분쟁해결의 수단을 가질 것 등을 제도
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대표를 고민할 때에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직단위는 기업별 단위이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을 뿐, 예컨대 전국 단위
의 근로자대표도 사실은 존재한다. 매년 4~5월이면 그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때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
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9명이 참석
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최저임
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익을 대표하게 된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라는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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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
청한 사람”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근로자대표가 되는 셈이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
인지 의문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근로
자⋅사용자⋅정부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의 근로자
대표는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원회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근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기는 하
지만, 1999년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된 노사정위원회(당시 법률 명칭은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은 1998년에 제정된 ‘노사정위원회규정’에 따
라 설치된 노사정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의 정치⋅사회⋅역사적 의미를 고
려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
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한 협의권을 갖고 있다. ‘협의
권’이라고는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처음 조직된 이후 노동관계법제에 미친 영향과 사회
적 대화 측면에서 갖는 역할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협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전국 단위의 근로자대표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근로
자 전체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로 위촉되는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자’는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의 근로
자대표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같이 현재에도 사실상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차원에서의 근로자대표들을 조직적
으로 묶어, 통합적인 근로자대표시스템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대표는 각 기업별,
직종별,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중층적 구조의 근로자대표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3) 근로자대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근로자를 대표하
는 것을 한다. 근로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이며, 근로자의
이익이란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적 이익, 나아가
정치적 이익까지도 대표함을 의미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대표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함
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임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다.
그러나 사실 근로자대표가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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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반과 함께 노사의 수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러 단위와 수준에서 근로자를 대표
하도록 해야 할 근로자대표가 노사로부터 수용되지 못한다면, 법⋅제도적 뒷받침이 된다
하더라도 대표로서의 실질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운
용되기만 하였다면 사실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지금의 모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을지
도 모르겠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고, 노사협의회가 갖는 법⋅제
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사 모두에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로서의 실질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기능하
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노동조합과의 편치 못한 관계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
게 추측해 본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대표로서의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의 결과가 일
정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에 대한 수용이 가장 중요한 문
제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모두의 공감대 형
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이상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풀어 놓았다. 근로자대표제도에 대한 논
의는 꾸준하기는 하지만 한 번도 불붙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번을 기회로 근로
자대표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제도론적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의 모습과 자격,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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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관한 단상
강 성 태*
1)

Ⅰ. 근로자 대표의 약한 대표성

이 글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와 대표 사이를 띄움)와 근로자대표(근로자와 대표 사이
를 붙임)는 다른 용어이다. 전자는 노동관계와 관련 영역에서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의사
또는 이익을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기구 또는 제도 등을 지칭하는 보통명사로서 쓴
반면, 후자 즉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그것도 특정한 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
를 대표하는 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한다.
근로자 대표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과 근로자의 의사 참여를 위해 사용자와의 교섭
등에서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1) 현행 노동관계법은 이런 목적의 근로
자 대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흔히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을 말함. 이하 같다)의 노동조합(제2조 제4호 등)과 교섭대표노동조합(제29조
의2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제24조 제3항 등)인 과반수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
수대표자,2) 근로자참여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말함. 이하 같다)의
노사협의회(제3조 제1호 등) 또는 그 근로자위원(제6조 제2항) 등이 있다. 아마도 전 세계
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근로자 대표를 가진 입법례일 것이다.
이렇게 근로자 대표가 많으면 단지 두 종류의 근로자 대표(노동조합과 종업원대표기
구)만을 가진 대다수 유럽 국가들보다 근로자들의 이익이 더 잘 반영될 듯한데, 현실은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과대학 교수(kangst@hanyang.ac.kr).
1) 박제성 박사는 근로자 대표의 법적 근거를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에서 찾는다. 자세한 내용은
박제성(2013), ｢근로자대표제도의 재구성을 위한 법이론적 검토｣, 한국노동연구원, pp.1~5 참조.
2) 이 글에서 ‘과반수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즉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하고, ‘근로자과반수대표자’ 역시 같은 조항에 따
른 자, 즉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근로자과반수’
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의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 그 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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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것 같다. 종류의 다양성이 근로자 이익의 중첩적 보호로 연결되고 있다는
연구나 보고를 본 기억이 없다. 근로자 대표들이 상호 보완하기보다는 충돌하고 있는 느
낌이다. 기실 우리의 입법자는 1997년 이후 새로운 근로자 대표를 더 많이 만들어 냈고,
그럴수록 학계의 혼란과 논쟁은 커져 갔다. 노동관계법마다 상이하고 다양한 근로자 대
표를 두면서도 각 대표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각
대표가 관여하여 형성하는 노사자치규범의 법적 성격과 효력은 무엇인지 등은 공백으로
두었다. 당연히 많은 연구자들은 현행 근로자 대표 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
러 가지 해석론과 입법론을 개진하였다.3)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근로자 대표가 하나도 없는가? 우리나라의 근로자 대표성은 왜
이토록 약한가?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의 답을 구해 보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성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현행 근로자 대표 제도의 많은 문제점들은 실제로는 노동조합의 대표성 위기,
특히 노동조합의 위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내외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법령과
함께 근로조건 향상의 가장 효과적이고 유력한 수단인 단체협약의 적용률 역시 OECD
국가는 물론 웬만한 공업국에도 뒤지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부터 살펴보자.

Ⅱ. 노동조합 대표성의 근거

노동조합의 등장은 노동법보다 앞선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노동조합의
정의는 웹 부부(Sidney and Beatrice Webb)의 노동조합주의의 역사(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첫 페이지 첫 문장에 나오는 것, 즉 ｢임금생활자들(wage-earners)이 그들의 노동
3) 대표적인 글로는 이달휴(1998),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대표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
회; 이승욱(1998),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인재(19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제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
구회; 박종희(19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체결한 서면합의의 효력｣, 안암법학 제
8호, 안암법학회; 박제성(2002), ｢노동조합의 대표성｣, 노동법연구 2002 하반기 제13호, 서울대학
교 노동법연구회; 박제성(2003a), ｢근로자 대표론 정립을 위한 시론｣, 노동법연구 제14호, 서울대
학교 노동법연구회; 박제성(2003b), ｢텍스트 다시 읽기｣, 노동법연구 제15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
구회; 최영호(2003),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제15호, 서울대학교 노
동법연구회; 도재형(20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서면 합의 제도｣, 노동법학 제37호, 한국
노동법학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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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의 조건들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결성한 계속적인 단체｣라는 정의이
다.4) 이런 형태의 근로자 단결체는 영국에서 200년 이상 되었다고 같은 책의 초판(1894
년)은 밝히고 있고,5) 영국에서 단결금지법이 폐지된 것이 1824년이므로, 결국 노동조합의
존재는 노동법의 역사가 가장 앞선다는 영국에서도 얼추 계산해 노동법보다 150년 이상
이나 앞선다. 사실 노동조합은 근대 사회와 함께 등장하여 지금까지 400년 가까이 존재해
온, 그리고 현재에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기구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금압, 방임, 승인, 조장이라는 국가 입법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때론 국
가나 사용자와 협조하고 때론 대립하면서 줄곧 근로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표하여 왔다.
노동조합의 선재성(先在性) 혹은 선법성(先法性)은 우리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대한
민국에 헌법과 노동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인 일제 시기부터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독
립과 근로자의 이익 옹호를 위해 활동하여 왔다. 1948년 제정된 헌법과 1953년 제정된
노동4법(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이 모두 노동조합의 법
적 승인과 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규정했던 까닭도 이런 노동조합의 역사성에 있다. 요컨
대, 노동조합은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그래서 최고의 근로자 이익 대표체이다. 노동조합
은 법 이전의 혹은 법과 무관하게 존재해 온 일차적인 근로자 대표이다. 이 점은 노동조
합이 법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 노동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없으며 오직 존중의 의무만 진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의 출발점이다.6) 노동조합법이 노동관계 당사자로 노동조합, 사
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들고 있듯이,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의 시작이며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 사이의 관계와 달리 다른 것으로의 대체를 상정하지 않는 유일한 전제이다. 한 국가
내에서 노동조합은 일차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나아가서는 근로자의 이익을, 궁극적
으로는 국민 일반의 이익을 옹호한다. 이런 점은 노동조합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즉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 조합원을 위하여 …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는 규정은 노동조합이 조합
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사실을 전제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항 본문, 즉 노동조합
4) Webb, Sidney and Beatrice Webb(1973),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Augustus M. KelleyㆍPublishers,
p.1. 이 책은 같은 이름의 1920년 개정판을 재인쇄한 것이다. 한편 1894년에 발간한 초판에서는 이 정
의에서 결사 형성의 목적을 ‘고용 조건들(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의 유지 또는 향상이라고 서
술했다. 그러다가 1920년 개정판부터 ‘노동생활상 조건들(conditions of their working lives)’로 바꾸었다.
그 이유에 대해, 웹 부부는 “초판의 고용 조건들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이 항상 자본주의 또는 임금시
스템의 항구적 존속을 원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비판이 있었다. 우리에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노
동조합은 과거 수 세기에 걸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회적ㆍ경제적 관계의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열망을 종종 보인 바 있었다”고 밝혔다(Webb, Sidney and Beatrice Webb(1973), p.1 각주 1).
5) Webb, Sidney and Beatrice Webb(1973), p.1.
6) Davies, Paul & Mark Freedland(1983), Kahn-Freund's Labour and the Law, Stevens & Sons, p.2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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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을 역설한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 사회보장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제3항)로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국민’ 대표성
의 좋은 예이다.
노동조합의 역사성과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현대 국가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는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하고 그것을 유
지할 자유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는커녕 근로자의 어떠한 결사체도 상정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노동조합과 관련한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고 많은 국가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며 인류의 소망을 표현한 국제 조약과 선언의 필수품이다.7) 우리
헌법 역시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노동조합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가장 대표적이고 당연한 주체로서 전제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당연하여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노동조합은 헌법적 임의기구
이며, 근로자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실질적 조건인 것이다.

Ⅲ. 노동조합 대표성의 현실

이런 이유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물론 다른 법률에서도 노동조합은 법적 실체로서 존
중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현실적 대표성은 민망한 수준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10.3%이고 가장 낮았던 2010년
에는 9.8%까지 하락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즉 조합원의 수는 2005년 약 150만
명, 2010년 약 164만 명, 2012년 약 178만 명으로 절대적 수치는 증가하였으나 조직대상
근로자의 증가에 미치지 못해 조직률은 하락한 것이다. 노동조합의 수는 산업별 노동조
합 운동의 정점에 달했던 2010년에 4,420개로 가장 적었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177개로 늘었다.8)

7) Davies, Paul & Mark Freedland(1983), p.200.
8) 2014년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노동조합 수는 5,305개, 조합원 수는 184만 7천여
명인데, 이 중에서 300인 미만 노동조합이 4,644개(87.5%), 조합원 수 277,366명(15%)이고, 300~
1000인 미만 노동조합은 435개(8.2%), 조합원 수 224,697명(12.2%)이며,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은 226
개(4.3%), 조합원 수 1,345,523명(72.8%)이다. 산업별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소규모(1,000~10,000명)
가 39개, 대규모(10,000명 이상)는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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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단위 : %, 개소, 천 명)
2005

2010

2011

노동조합 조직률

10.3

9.8

10.1

10.3

노동조합 수

5,971

4,420

5,120

5,177

조합원 수

1,506

1,643

1,720

1,781

14,692

16,804

17,090

17,338

조직대상 근로자

2012

자료 : 고용노동부(201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아, <표 2>에서 보듯이 OECD 주
요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최하위에 속한다. 특히 2011년의 조직률은 9.9%로서 평균 50%
를 상회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비하면 5분의 1 혹은 6분의 1 수준이고, 이른바 신자
유주의 경제정책을 견인했다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비해서도 평균 10% 이상 낮았으며
(가령 캐나다 27.1%, 영국 25.6%, 호주 18.5% 등), 흔히 비교하는 일본의 19%는 물론 미국
의 11.3%보다도 낮아 조사 대상국가들 중 최하위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와 폭은 매우 빠르고 큰 편이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의 조직률은 50% 가까이 하락했는데, 같은 시기 비슷한 폭의
감소는 호주 정도(39.6%에서 18.5%로 하락)에 불과하다. 그 결과 1990년 우리나라는 조직
률 17.2%로 최하위였던 미국(15.5%)보다 1.7% 높았지만, 2011년에는 조직률 9.9%로 미국
(11.3%)보다 도리어 1.4% 낮아져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 2> 주요 국가의 노동조합 조직률 현황
(단위 : %)
1990

2000

2010

2011

한 국

17.2

11.4

9.7

9.9

미 국

15.5

12.9

11.4

11.3

독 일

31.2

24.6

18.6

18.0

일 본

26.1

21.5

18.4

19.0

호 주

39.6

25.7

18.4

18.5

네덜란드

24.6

22.9

18.6

18.2

그리스

34.1

26.5

25.2

25.4

영 국

38.1

30.2

26.4

25.6

캐나다

34.0

28.2

27.4

27.1

노르웨이

58.5

54.4

54.8

54.6

스웨덴

80.0

79.1

68.2

67.5

핀란드

72.5

75.0

70.0

69.0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 2014.09; OECD(2014),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이 자료에서 한
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9.9%로 표시됨(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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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조합의 현실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단체협약 적
용률도 <표 3>에서 보듯이 12%로 주요 국가들(OECD 국가들 포함) 중에서 최하위이다.
이런 결과는 낮은 조직률과 함께, 단체교섭의 주된 수준이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단체협
약이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어 사실상 복수 사용자에게 확장되는 제도가 없다는 점 등에서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주요 국가의 단체협약 적용률
단체협약 적용률(%)

주된 교섭 수준

복수 사용자에게 확장

오스트레일리아

60

기업

없음

오스트리아

99

산업

자동: 요구에 기한 확대

벨기에

96

전국

요구

캐나다

32

기업

없음 (퀘벡 제외)

덴마크

82

산업 / 기업

없음

핀란드

90

산업(전국적 틀)

대표

프랑스

95

산업 / 기업

요구

독일

63

산업

대표

그리스

85

산업

대표

이탈리아

80

산업

없음 (임금만)

일본

16

기업

없음

한국

12

기업

없음

네덜란드

82

산업

대표

노르웨이

72

전국 / 산업

없음

폴란드

35

기업

장관

포르투갈

62

산업

장관 확대

러시아 연방

62

복수

없음

스페인

80

전국 / 산업

대표

스웨덴

92

산업

없음

스위스

48

산업 / 기업

대표

영국

35

기업

없음

미국

13

기업

없음

주 : <용어 설명>
∙자동(Automatic) : 자동적 또는 준자동적으로 확장되는 경우(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 사용자단체
의 의무가입을 통하여).
∙대표(Representative) : 단체협약이 이미 일정한 분야나 지역의 총 고용 중 상당한 비율에 적용되고 있을 때 노동
부장관이나 협약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요구(Request) : 아무 조건 없이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
∙장관(Ministry) : 노동부장관에 의해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폴란드에서 공익적 사유에 기한 것).
자료 : Venn, Danielle(2009), "Legisl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enforcement: Updating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indicators", www.oecd.org/els/working papers, pp.16∼18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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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
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을 뿐더러 교섭창구단일화까지 강제하
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에서 모두 세계 최하위인 이
유는 무엇인가? 특히 법제도적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결과는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과 관련하여 우리 입법자가 가지는 두 가지 편
견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하나는 노동조합은 임의기구이므로 대표성은 스스로의 힘만으
로 제고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기구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앞의 생각은 노동조합의 임의성과 자주성이 조직과 활동 등 모든 부문
에서 100% 관철되어야 한다(순수주의 또는 순결주의)는 집착에 뿌리를 둔다. 뒤의 생각
은 노동조합을 순수한 민사법적 기구로 파악하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확실히 임의기구이고 더구나 그 조직과 운영에서 자주성(민주성과 더불어)
을 생명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대표성 제고 역시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현실적 대표성은 한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크게 의존하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헌법적 임무의 수행을 위임받고 있는 헌법적 기구이다. 만약 기본
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기구가 제반 상황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제대로
헌법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법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노동조합의 대표성
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법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보장과 함께,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
법적 노력이라는 적극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9)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은 단순히 조합원만이 아니라 조직 대상이나 조직 실태, 그
리고 단체교섭의 대상과 단체협약의 적용 등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가 미치는 범위 등으
로부터도 나온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연결되거나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상호 간에 필연적인 내적 연관이 있거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별 노
조가 일반적인 일본의 경우, 조합원은 기업의 종업원이고 단체교섭은 조합원을 위해 기
업별로 이루어져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기업별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례이다. 또 산
업별 노조가 일반적인 독일에서는 대부분, 조합원은 해당 산업 내의 근로자이고 단체교
섭은 해당 산별교섭 단위의 조합원을 위해 지역별로 이루어져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지
9) ｢근로3권의 성격은 국가가 단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하고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보
장되는 자유권적 측면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뿐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
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
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
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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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별 산업별 협약이 체결된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조직 형태와 단체교섭․협약 사이에는
이런 연관이 없다.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산업별 지역 노동조합(local union)이
지만, 단체교섭은 주로 기업 단위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그 단위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업별 협약이 체결된다. 결국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조직률의 제고
를 통해서도 높아질 수 있지만, 단체교섭의 인적 대상이나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넓히
는 방식에 의해서도 높아질 수 있다.

Ⅳ. 1997년의 선택, 근로자대표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현실적 대표성이 매우 낮은 데에는 노동법 제정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큰 역할을 했다.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복수노조 금지, 1973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사협의회 설치 확대,10) 1980
년 개정 노동조합법의 3금(복수노조․정치활동․제3자개입 금지) 및 기업별노조 강제 등
은 그 대표이다. 이런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1997년에 있었다.11)
정부가 주창한 세계화에도 부합하고 또 OECD 가입의 조건이기도 했던 국제노동기준
에 따른 노동법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때라 그동안 혼란스럽고 허약했던 근로자 대
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당시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시스
템은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협약, 노사협의회에 의한 노사협의 그리고 취업규칙에서의 불
이익변경 절차가 있었고, 이러한 3중 시스템은 각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상호관계 등에
서의 문제도 많아 이미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법자
는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강화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업규칙 절차를 건드
리는 것도 아닌 제3의 길을 택했다. 새로운 근로자 대표 시스템인 근로자대표를 신설한
것이다. 3중 대표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 하나를 더 만

10) 1973년 개정 노동조합법 및 그에 따른 개정 시행령(1975.4.17)에서는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있
는 사업체에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노사협의회에 의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하였다.
11) 엄밀하게는 1996년 말부터 1998년 초에 이르는 시기이다. 노사관계의 일대 혁신을 위한 입법은
1996년 말의 이른바 날치기 파동에 의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5245호, 1996.12.31.)에서 시작된
다. 그러나 이 개정 법률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하고 1997. 3. 13. 폐지되고, 같은 날
짜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법률 제5309호, 1997.3.13.)된다. 같은 법 제정 후 곧바로 맞이한 IMF 체제
에서 1998년 초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5510호, 1998.2.20.)을 통해 지금과 같은 근로자대표가
규정된다. 이 시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박제성(2013), pp.18~21.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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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낸 1997년 입법자의 선택은 대표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가중시켰다.12)
근로자대표 및 서면합의 제도는 1996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같
은 법 제27조의2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을 정하고 제27조의3은 그 절차를 정하였
는데, 근로자대표라는 용어는 바로 제27조의3 제2항에서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라는 형
태로 등장했다. 1997년 제정 근로기준법은 조문의 위치를 바꾸고 ‘당해 사업장’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종전과 같이 규정했다. 그러다가 1998년 2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31조 제3항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라고 바
꾸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13)
근로자대표의 정의는 경영상 해고 제한 규정에서 했지만, 주로 사용된 곳은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였다. 그래서 근로자대표 제도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위
해 일본 노동기준법의 관련 제도를 수입한 것으로 평가된다.14) 현실적 필요성에 관해서
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라든가,15)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혹은 노동의
12) 당시 입법자는 적어도 근로자 대표시스템에 관한 한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상당히 혼란스
러웠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대표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참여법의 제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기능도 일부 강화하였고 또 새롭게
제정한 노동조합법에서는 조직형태 변경 절차의 신설(제16조 제2항, 즉 노동조합 총회의 특별의결
정족수의 대상에 조직형태 변경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예컨대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
조합의 지부, 분회로 전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을 통해 산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의 전환에 조력하려고도 하였다.
13) 표현 방식을 바꾸어, 과반수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와 병렬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에 포함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켰다.
14) 일본의 근로자대표 제도에 관해서는 김재훈(2004), ｢일본 개별근로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법적
연구｣, 노사포럼 제24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박은정(2010), ｢일본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연
혁과 법제화 논의｣,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한국노동연구원 등 참고 바란다.
15) “근로자대표를 도입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될 수 있는 이들 제도의 도입에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근로자대표를 통해서 그 도입여부, 불이익의 완화방안 등을 강구하게 하려는 것
으로, 이것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일종의 견제장치라고 생각한다.”(심재진(1999), p.2). 비슷한 취지
의 주장으로 김기선(2005), ｢독일의 근로자이익대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같은 글은
“현행 근로자대표제가 일정 근로조건의 규율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자대표제는 근로조건 규율의 주체가 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행 근로자대표제도는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자유재량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라고 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자대표는 사안이 있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선출되어 그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합의의 주체로서의 조직적 실체 및 제도
적 뒷받침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해서는 그 선출, 권한, 임무 및 활동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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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제고를 든다.16)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 직후부터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주장
이 강하게 제기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인 이유에 관한 이런 설명은 충분히 수긍
이 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근로자대표라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미 기존에 노동조합
과의 단체협약 체결이나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이
승욱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17) 우선 “서면합의에 의한 규제사항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
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조합원에 대한 적용만을 예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맡길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그 규제사항이 근로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의 핵심
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에 맡기
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과연 그런가?
이 교수의 첫 번째 주장은 서면합의의 대상인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도 원래 단체협약
의 대상이라는 점, 또한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나 근로시간 제도의 설정과 변경은
법률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이 통례였다는 점, 그리고 서면합의 사항은 아
니지만 단체협약의 대상인 근로조건 중에도 그 성격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임금지급 기일, 휴게, 휴일 등)이 다수라는 점 등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다. 두 번째 주장 역시 근로시간 외에도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사항, 예를 들어 임금의 구
성이나 퇴직금 등 임금 제도에 관한 사항들도 모두 취업규칙(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
경 절차)의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 제도가 신설될 당시로 돌아가 질문을 하나 던져 보자. 만약 근로자대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였을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또는 상당수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여 원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었던 일별ㆍ주별ㆍ월별 근로시간의 길이와 배치
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측에는 생활과 근로환경에서의 불편은 물론 연장근로수당
의 감소라는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즉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된다. 그러
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절차, 즉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1977년 대법원 판례 법리18) 및 그것을 입법화한 1989년 근로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전반이 불분명하다.”라고 비판한다(김기선(2005), p.2).
16) “서면합의는 근로시간의 규제에 대하여 각 개별 사업 내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른바 노동의 유연성 제고라는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이승욱(1998), p.98).
17) 이승욱(1998), p.97.
18) 대법원 1977.07.26. 선고 77다355 판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
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
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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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체제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는 집단적ㆍ회의체
적 방식의 과반수 동의라는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입법자의 고민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단체협약을 체결할 만한 노동조합이 많지 않은 우리 상황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은 취업규칙에 의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근로시간 유연
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사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실질은 우리보다 한결 손쉬운 방식인 일본 노동기준법의 근로자대
표에 주목했던 것 같다. 이 부분은 취업규칙 관련 규정의 변화 및 일본 노동기준법과의
비교를 통해 약간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
여 당해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밑줄은 필자)라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1989년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에서 … (제정법과 동일함) …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밑줄은 필자)
고 변경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취업규칙의 변경에서 사용자가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상대방은 1989년 이전까지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문구로는 ‘근로자의 과반수’
가 아니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1977년 판결
이후 일관되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닌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요구했다.19)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표현이 1996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신설된 듯이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부터 있었던 것이다. 과반수노
동조합의 비율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대표의 대다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라는 점에서 보면, 입법자는 근로자대표라는 표현을 통해 판례와 1989년 개정
으로 사라졌던 근로자과반수대표자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한편 일본 노동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는 없다. 노동기준법에
서 사용되고 있는 ｢당해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는 문구에 연구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이 문구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에서 의견청취의 대상(제90조 제1항), 시간외 및 휴일의 근로에서 이른바 삼육협정의 체
결 주체(제36조 제1항), 근로시간을 탄력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정(우리의

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19) 이 과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朴孝淑(2013), ｢賃金變更問題 合意原則 合理的變更法理｣, 東京大學
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pp.53~61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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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 해당)의 체결 주체(제38조의2 등)에서 똑같이 사용된다.20) 양국 사이의 관련
규율의 차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제도의 취지도 다르게 한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노사협정 제도는 적어도 제도적 측면에서는 종래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보다 요건을 강화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서면합의 제도는 요
건(서면합의의 대상) 측면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 반면 주체 측면에서는 근로자 보
호가 완화된 것이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근로조건 변경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대표 신설의 핵심적 이유는 취업
규칙 불리변경 절차를 우회하려는 데 있었다.21) 대다수 학자들이 지적하는 근로자대표의
자격, 선출, 권한, 보호 등에 대한 입법의 불비 역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일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이 법 개정이 없는 점만 봐도 이런
의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어쨌든 입법자는 1997년 노동법 체제를 새롭게 하면서 근
로자 대표 시스템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대표성이 커지면 산
업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규칙
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집착으로 인해 근로자대표라는 매우 이상한 선택
을 했던 것이다.

Ⅴ. 2010년의 선택, 교섭대표노동조합

2010년에도 근로자 대표 시스템과 노동조합 대표성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2010. 1. 1., 법률 제8839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 반면, 단체교섭에서는 2011년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적용되었다. 자율교섭을 주장하던 노동계로서는 복수노조라는 당연한 자유와 권리의 회
복을 위해 새로운 멍에를 지게 되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권한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쟁의행위권 및 관련 구제 신청권 등)을 가지는 근로자 대표
로서 창설된 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핵심은 소수노동조합의 단체
20) 근로자대표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긴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21) 도재형 교수는 근로자대표와 취업규칙의 유사성에 관해서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근로자대표 제
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방식에서 ‘집단성’을 제거한 모습처
럼 보이게 된다.”(도재형(2011),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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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박탈로 향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승욱 교수는 단체교섭
권의 박탈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였으나,22) 노동조합과 단체교
섭 사이에는 ‘하나가 없다면 다른 것도 없는(conditio sine qua non)’ 상호 조건적 관계가
있다고 한 칸-프로인트(Otto Kahn-Freund)의 시각에서 보면,23)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에게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리,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신청 등 단
체교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시킨 점에서 보면, 확실히 이 제도는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치명적인 단점은 다른 곳에 있었다.
이승욱 교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
만을 대표한다는 점”을 들었는데,24)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여기에 있다. 우리
제도가 애초에 참고했던 미국의 경우, 제도의 핵심은 전체 근로자에 대한 배타적 대표성
이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배타적으
로 한다. 이 교수의 표현을 옮기면 “노동조합 소속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
계없이,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소속에 따른 차별이나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25) 이것의 장점과 단점 및 그 비교 역시 이 교수가 잘 지적한다. 장점은 “근
로자의 입장에서는 교섭력을 극대화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출 수 있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무용한 교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섭비용을 줄이고 근로자 사이의 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인 반면, 단점은 “이른바 무임승차(free-rider), 즉 노동조합

22)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소수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기보다는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의 경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단체교섭권을 행
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조가 되
지 못한 소수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교섭권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부
정되는 것이 아니다.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할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 동안 교섭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소수노조가 조합원을 다수 확보하여 차기 교
섭대표결정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수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함으로써(노조법 제29조
의4 참조) 그 조합원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이승욱(201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둘러싼 노동법상 쟁점｣, 사법 제15호, 사법발전재단, p.47).
23) Davies, Paul&Mark Freedland(1983), p.201.
24) 이승욱(2011), p.44.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조합원수 비례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비례교섭대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점”이나 “복수노조간에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
면서도 조합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점”도 다른
나라에 없는 특징이라고 한다. 같은 페이지.
25) 이승욱(2014), 미국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법리와 실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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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에 따른 조합비 납부 등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비조합원이 발생한다.”
는 점이다. 그러나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은
그 단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26)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0년 우리 입법자는 굳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 범위를
조합원으로 한정했다.27) 그로 인해 미국식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라
고 할 수 있는 소수 근로자나 취약 근로자의 보호가 사라져 버렸다. 기실 조합원만을 대
표할 것이면 굳이 특정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독점시킬 하등의 규범적 근거가 없다.28)
박제성 박사는, 현행 제도는 “사용자의 지원을 받는 황색노조의 출현과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조 간 갈등”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의 비용을 줄인다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대라는 규범적 목적에 접근하지”도 못했
다고 지적한다.29) 또한 현행 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 대표성을 단체협약의 적
용 범위와도 일치시켰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에서 단체교섭은 명실상부하게 조합원만의
잔치가 되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구성과 단체협약 적용 대상을 연결시킨 것은 기존
관념에,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대표라면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어
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구성된다면 단체협약도 전체 근
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표기구의 구성 대상이 단체
협약의 적용 범위로 곧바로 연결되어야 할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양자는 입
법 정책적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현행 조합원 대표성의 또 다른 문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독일처럼 산별 단일체제에서의 조합원 대표성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일
이 흔하지 않다. 반면에 현행 노동조합법처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만의 조합원 수에 의존하게 되면, 미조직 근로자의 조직화보다는 다른 노동조
합의 조합원을 자신의 조합원으로 만드는 것이 2배 이상 효율적이다. 요컨대, 현행 교섭
대표노동조합 결정 방식은 단결권 침해적이기도 하다.
한편 현행 제도는 사실상 단체교섭을 그래서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을 모두 사업장 단
위로 한정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을 만하다. 모든 근로자 대표 즉 근로자대표, 노사협의
회,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모두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을 두고 경쟁하거나 충
돌하게 된다. 반대로 사업장을 넘어서는 단위에서의 단체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26) 이승욱(2014), p.414.
27) 우호적으로 해석한다면,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시작할 수 있고 또 미국의
관련 선거 절차 등에서 오는 사용자의 간섭이나 비용, 시간 지체 등을 방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28)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비용의 절감이라는 상인적 명분을 단체교섭권의 촉진이라는 헌법적
대의보다 더 앞에 둔 매우 이례적인 법제도이다.
29) 박제성(2013),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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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심각한 타격을 맞고 있다고 한다.30)

Ⅵ. 판례와 노동조합의 대표성

입법만큼이나 판례도 노동조합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약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의 판례는 어떤가? 우리 판례는 단결3
권(근로3권) 보장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집중시키면서,31) 단체교
섭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한정한다.32) 그 결과 단결권은 단체교섭권을 위한

30) 민주노총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이전에 산별교섭을 진행하였던 몇
몇 산별노조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속노조의 경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라는 사용자단
체가 있어 산별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창구단일화 이후 1) 사용자 측에서 개입한 기업노조가 생
기면 무조건 사용자단체에서 탈퇴 2) 금속노조는 지역에서 지부집단교섭을 하여 정년 등에 관해
지역 통일교섭안을 가지고 교섭을 해 왔는데, 한두 사업장씩 빠져나가면서 통일된 노동조건 설정
이 어려워진 상황, 업체끼리 노동조건 하향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 기업별노조가 교섭
권 가지고 저하된 조건을 체결하면 기 체결된 단체협약도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
음으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2010년 병원사용자단체가 해산하여 이후 산별교섭이 이루어지지 못
함. 그 이후에도 민간중소병원 부문과 같이 일부부문에서 집단교섭(위임받아서 교섭하는 방식), 복
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노조가 과반수노조인 경우에만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플랜트노
조의 경우, “종전에는 지역별 집단교섭(ex 포항지역, 여수지역 등)이 있었으나, 창구단일화 시행 이
후 플랜트노조의 세가 압도적인 지역(예를 들어 포항)에서는 사측이 개별교섭 동의를 해버리고, 민
주노총 플랜트하고는 종전과 같이 집단교섭을 함. 플랜트노조의 세가 약한 곳은 사업장에서 기업
별노조 만들어 일자리를 매개로 기업노조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집단교섭이 불가능함. 플랜트의 특
이한 점은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집단교섭을 와해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
31) 대법원 1990.05.15. 선고 90도357 판결. ｢근로자에게 열세성을 배제하고 사용자와의 대등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본질적 방편이라
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위하여 단체형성의 수단인 단결권이 있고 또한 교섭이 난항에
빠졌을 때 그것을 타결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로써 본다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
서의 단체행동권은 그것이 제한된다 해도 필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관
념상 상당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질 때에는 위에서 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32) 판례는 단체교섭권의 주체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한정하지 않는다. 가령 대법원 1997.02.11.
선고 96누2125 판결은 ｢전기협이 그 설시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는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
이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하였고, 헌재 2008. 7. 31. 2004헌바9 역시 법외노조도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보유한다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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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 및 그 업무를 위한 제반 활동의 권리로 축소되었다. 노동조합 대표성이
위기를 맞은 이유 중 큰 부분은 이러한 단결권의 위축에서 기인한다. 정리해고에 관한
판례 법리는 노동조합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대표성
을 위축시키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33)
또 다른 사례는 노동조합 내 대표성에서 의존성보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대
표라는 용어는 본래, 대표되는 사람이나 단체(피대표)와의 관계에서, 의존성과 독립성이
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자신의 존재 기반이자 이유인 피대표의 의사
또는 이익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의존성이다. 자신이 속하게 되는 곳에서 공동
복리를 위해 피대표의 의사 또는 이익에 구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독립성이다. 우리
법원은 대표의 의존성보다는 독립성을 강조해 왔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협약인준투표(단체교섭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전체의 찬반투표)
를 위법ㆍ무효로 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극단적으로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을 강
조한 예이다.34)
판례의 개선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할까? 무엇보다 단결권의 정신이 동료 간 연대에 있
음을 확인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 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흔히 미국의
노동3권 보장 규정이라 불리는, 미국의 연방노동관계법(NLRA) 제7조이다. “근로자는 단
결할 권리, 노동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하고 지원할 권리, 스스로 선택한 대표자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리,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상호 원조나 보호를 위하여 연대 활동의 권리
를 가진다.”라는 규정에 포함된 ‘연대 활동(concerted activities)’이라는 표현은 단결의 시원
적 모습이 연대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노동법에서 ‘연대 활동’이란 근로자가 다른 근
로자와 함께 혹은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공통적인 이익을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35) 연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상관없지만, 법의 보호
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활동의 대상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고, 목적이 근로자들의 집단

33) 대법원 2002.02.26. 선고 99도5380 판결.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
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
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
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4) 대법원 1993.0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
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
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위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35) Meyer's Industries v. Prill, 268 NLRB 493 (1984) and Meyer's Industries Inc. Ⅱ, 281 NLRB 118(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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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구제나 결과를 추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행위 그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하지 않아야 한다.36) 연방노동위원회(NLRB)는 같은 법 제7조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대 활동에는 파업을 비롯하여 ⅰ) 근로자가 다른 회사 근로자
들의 노동조합 조직을 지원하는 행위, ⅱ)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의 파업에
반대하는 것을 규탄하는 행위, ⅲ) 노동조합이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하여 지지하는 행위,
ⅳ) 노동조합이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는 행위, ⅴ) 노동조합이 근로권법
(right-to-work law)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미국에서 연대의
권리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웨인가든 규칙(Weingarten rule)’이다.37) 연방대법원은 근로
자는 사용자와의 인터뷰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그 자리에
노동조합의 (현장) 대표의 동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38) 연방대법원은 노조
대표 동석권은 노사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연방노동관계법의 목적
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했다.39) 연방노동위원회(NLRB)는 그 후 웨인가든 권리를 무노조
사업장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가,40) IBM사건에서 이를 번복하여 무노조 사업
장의 근로자는 조사 목적의 인터뷰에 동료 근로자의 동석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41)
어쨌든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제7조에 나오는 ‘연대활동의 권리’라는 표현, 그리고 그것
에 근로자의 동석요구권이 포함된다고 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단결권의 정신, 나아가
노동조합의 대표성 강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판례가 노동조
합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해석론을 전개하여야 하는지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36) Carrell, Michael R. & Christina Heavrin(2013), Labor Relat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10th ed.),
Pearson, p.372 참고.
37) 이하에서 웨인가든 규칙에 관한 설명은 Carrell, Michael R. & Christina Heavrin(2013), pp.378~379를
참고.
38) NLRB v. Weingarten, Inc., 420 U.S. 251 (1975). Weingarten 규칙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의 동석권
이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는 사용자가 가진 인터뷰를 수행할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
조 대표의 역할은 사용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
되며 사용자의 조사를 논쟁으로 만들 수는 없다. 반면에 사용자는 노조 대표에게 인터뷰 중 침묵
을 요구할 수 없다. 노조 대표는 질문이 모욕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근로자를 괴롭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희롱적이라고 판단하면 근로자에게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할 수 있다.
39) 참고로 팀스터 노동조합(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은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
가 새겨진 카드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 논의가 어떤 경우에라도 나에게 징계 또는 해고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저는 노조 대표나 임원이 면담에 동행할 것을 요
구합니다. 노조 대표 없이는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40) Epilepsy Foundation v. NLRB, 168 LRRM 2673 (CA DC 2001).
41) IBM Corp., 341, NLRB No.14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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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몇 가지 제언

우리 근로자 대표 제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종류는 많지만 현실적 대표성
은 모두 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에 있는 것 같다.
첫째, 법제도는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종종 약
화시켰다. 둘째, 각 대표의 대표 범위, 법적 지위, 권한과 역할, 상호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 셋째, 각 대표가 만들거나 관여한 자치규범(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서면합의,
취업규칙)의 서열이 분명하지 않고, 종종 그 자체의 법적 구속력도 의문스럽다. 단체협약
과 취업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제외하고는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 넷째, 각 대표의 대표
성과 활동 및 권한에 관한 규정들은 각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을 모두 사업장 단위로 수렴
되도록 한다. 다섯째, 각 대표의 대표성은 단편적이다. 국민경제 전반에서 근로자의 대표
가 없는 것은 물론, 산업 단위의 대표도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 없으며, 심지어 사업장
내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표성을 가진 대표가 없다. 보편적 대표가 없고, 개별 사항에서만
대표성을 가지는 단편적 대표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결은 본질적이고 간단할 필요가 있
다. 먼저 잡다한 근로자 대표를 노동조합과 종업원대표기구(노사협의회 등)라는 2원적 체
제로 단순화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는 폐지하고 현재 그것이 관여하는
근로조건의 그 성격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종업원대표기구에게 분산하여 맡긴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독일의 사업장협정과 같은 노사합의에 기초한 협정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근
로자 대표 제도는 노동조합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2중 대표시스템이 원활
하게 작동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노동조합 중심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아서 종업원대표기
구 역시 사실상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제반 입법에서 노동
조합의 조직과 영향력 및 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조력할 필요가 있
다. 근로조건을 법정하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그것을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이나 국가입
법 자체를 전국적 단체협약에 개방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이다.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을 제고하려면 제도적 방해물의 제거도 긴요하다. 그런데 노
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대표 시스템은 다른 근로자 대표와 달리 2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고, 다음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한다. 전자
에서 노동조합은 정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반면, 후자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사단에서와 유사하게 노동조합을 대표한다. 즉 노동조합은 공법상 대표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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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표(사법상 대리의 유추)의 혼합이라는 2단계 방식으로 근로자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와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
원만의 대표’ 방식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시급히 산업별 교섭 등 초
기업별 교섭이 활성화되고 사업장 내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연대가 향상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후자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조합원(피대표) 의존성을
강화하는 입법의 보충 및 해석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일상적인 단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확실히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실현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방식이다. 또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가장 일
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활동 중 핵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이 노동조합, 특히 단체교섭을 지향하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의 권리
로 축소될 수는 없다.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현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
지만 그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국회에 300명
가까운 직업 정치인(국회의원)들을 두고도 시민들의 시위 같은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정
치 행위가 현대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필요하듯,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
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단체교섭과 무관한,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매개하지
않는 근로자 상호 간의 연대와 단결 활동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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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 논의의 필요성과
법적 기초에 관한 소고
박 종 희*
1)

Ⅰ.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대표제(혹은 종업원대표제)1)에 관한 논의가 제
기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대표제에 관한 논의의 단초는 체계 내적인 견지에서, 현행 협약자
치를 통한 규율범주를 근로조건에 한정하고 경영적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구
성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과정에서도 제기되
기도 한다. 또한 체계 외적인 관점에서 논의의 단초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한편에서
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이 여러 법영역에 분산하여 상이하게
규율하면서 각 결정주체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착종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른 한편
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동조합의 조직률 내지 단체협약 적용률이 점차 감소
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체계 형성의 관점에서 제기되기도 한다.
근로자대표제 논의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근로자대
표제 도입의 필요성 및 법적 기초에 관한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형식으
로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제도
와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 정리할 것인지, 이렇게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한다면 노동조합과
의 관계 속에서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구성방식과 운영방식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나아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어떤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많다.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jongheep@korea.ac.kr).
1) 이 글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제란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추상적․일반적 지위
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는 구별되는 다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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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본고에서는 근로자대표제의 도입 필요성과 그에 관한 법적 기초에 관한 논의를 살
펴보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Ⅱ. 근로자대표제 논의의 필요성

1. 협약자치 규율 체계에서의 근로자대표제의 논의 필요성
(가) 현행 노동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이중구조로 구성되
어 있다.2) 후자와 관련하여 입법자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으로 약
칭)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협약자치(단체협약 체결을 통
한 집단적 자치)를 입법화하였다. 노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협약자치 체계는 노사간의
대립과 대등의 구조 속에서 자율적인 교섭체계를 통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체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협약자치의 촉진수단으로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점 때문에 경영적인
사항은 협약자치를 통한 규율대상에서 배제된다. 오늘날 세계화, 기술발달, 서비스경제
화, 저성장시대 돌입 등에 따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근로조건의 본질적 기
초를 이루는 근로관계의 성립․유지 등의 존부가 더 큰 이슈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부분
이 협약자치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제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향
상의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이더라
도 근로관계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증대함에도 협약자치의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 수밖
에 없다.3)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협약자율의 규율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노동
조합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존부(고용보장)에 직결되는 한
단체협약으로, 나아가 규범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4) 이는 결과적으로 고
용보장을 교섭과정에서 사용자가 수용 거부하면 그만이고 이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이 쟁
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불법쟁의행위가 되지만, 고용보장 요구를 수용하여 노조와 합의하

2) 학계에선 노동법을 3중 구조(나아가 4층 구조)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김형배(2014), 노동법, p.9).
이는 미래지향적인 체계론으로 논의의 실익이 있지만, 현행법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불명확
한 점이 있어, 본고에서는 2중구조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3) 대법원 2003.07.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2도3450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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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판례입장이 임의적 교섭론5)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대상의 분리를 통한 교섭구조6)를 전
제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단체교섭구도 운용에 유연함과 효과성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교섭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와 같은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
의 모습을 적극 수용하는 견지에서 전통적인 단체교섭과 경영사항에 관한 노사간의 협의
채널을 분리함으로써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착종을 예방하고 법적인 명료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노사간의 갈등을 단체교섭 체계로 담아 규율하고자 하는 체계7)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전통적인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
련된 사항으로 국한하고 경영적 사항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제3의 채널을 통해 해
법을 모색하는 이원적 구도를 취하는 입법례8)가 있다. 어느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각 나라가 겪어 온 경제․사회 등의 역사적 흐름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일의적으
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의 입법체계에서도 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할 시점
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현행 협약자치제도는 그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설정하고, 노조 설립은 기본권의 속
성에 따라 자유설립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은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그러나 이러
한 소극적 요건 규정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 관
점(대립 구도의 유지)에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사업주로부터 인사․급여․후
생․노무관리 등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행하는 자9)라 하더라도 구성원 간의
동질성이 확보된다면 이들만의 노조 설립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복수노
5) 단체교섭 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과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려는 입장으로 임종률
(2014), 노동법, p.129, 그리고 이와 같은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로는 김유성(2001), 노동법 Ⅱ,
p.143 참조.
6) 이는 단체교섭 대상과 노동쟁의조정 대상을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과 분리하여 파악하는 입장이
다. 즉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은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지만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조정은 사실적
관점에 기초하는 것이어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테이블에는
그 대상에 제한 없이 올려질 수 있지만, 예컨대 경영적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의제로 삼기를 거
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또한 이를 이유로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7) 단체교섭 3분법에 따라 판단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8) 독일을 위시한 유럽의 여러 국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종업원평의회나 기업위원회 등의 구
조를 통하여 경영적 사항을 논의토록 하고 이를 단체교섭에서는 분리시키는 구조이다.
9)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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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면서 실제 중간관리자 중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하
지만 이들의 노조 설립은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이들의 노조가 설립
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하에서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10) 소수노조
지위를 갖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실제 교섭과정에서 어느 정도 대변될 수 있을지도 불투
명하다. 따라서 현행 협약자치구도는 중간관리자들의 집단적 자치의 실현가능성이 현실
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규직
근로자만으로 조직된 노조가 비정규 근로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비정규 근
로자들만의 노조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조 자유설립주의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
를 갖지 못할 수 있다.11) 설사 노조 규약에서 비정규직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협약적용의 인적범
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대제도를 원용하더라도 혜
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위에 내몰리게 된다.12) 설사 이들만의 노조가 설립된다 하더라
도 중간관리자의 경우처럼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규직 중심의 노조 대비
소수노조로 남게 되거나 법형식적인 관점에서 실제 사용사업주가 아닌 고용사업주와의
관계로 교섭구도가 비켜나서 실제 단체교섭이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실적으로 협
약 자치의 실현 가능한 폭은 아주 협소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제도적으
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식적인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 현행 노동관계법상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착종과 정서(整序) 필요성
현행 노동관계법은 다양한 방식의 집단적 결정시스템을 예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
10) 현재까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직급의 차이나 직종의 차이를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는
않는 경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항공사 조종사 노조의 경우에는 일반노조와 교섭단위 분리를 인
정하고 있는데, 이들 양자 간에는 인사교류나 승진의 경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
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종희(2013),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 및 그에 대한 합
리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 제71호, p.261 이하).
11)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2012년 전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는
11.5%이며, 이 중 정규직은 15.8%, 비정규직(여기에는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반복갱신기대불가
포함)은 2.9%, 비전형 근로(여기에는 파견, 용역이 포함)의 경우 1.6%, 특수형태근로(여기에는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 근로 포함)는 5.1%로 나타나고 있어, 소위 비정규직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낮은 조직률을 확인할 수 있다(김정우(2014), 노동조합과 비정규 고용, 한국노동연구
원, p.9 표 2-1).
12)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판결과 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및 대법원
2004.05.14. 선고 2002다23185, 2002다23192 판결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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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체협약 체결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집단적 결정,13)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를 통한 집단적 결정,14)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산안보법상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집단적 결정,15) 이 밖에도 다양한 결
정기구들을 예정하고 있다.16)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결정주
체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주체 결정을 위한 모집단이 노동조
합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17) 사안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집단적 결정과정의 취지에 따라 분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점,18)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과반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점19) 등에서 실제적인 주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이어서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고 교
1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기 전에는 의견청취 주체로 과반수노조와 과반수노
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1989년 개정 시 불이익변경의 경
우에는 과반수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함으로써 근로자대표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
러다가 1997년 근기법 개정 시 정리해고의 협의주체, 근로시간과 기타 유급휴가 대체 등과 관련하
여 과반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내지 서면합의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현행 근기법 제24
조 제3항,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9조, 제60조). 보상휴가제 관련 규정은 2003년 근기법 개정시
에 도입되었다.
14)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과반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위촉
하는 근로자위원과 동수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1997년 현행 근참법이 제정될 시
에는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노조가 위촉하는 근로자위원 그리고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위촉하여(근참법 제6조), 협의사항과 의결사항 그리고 보고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근참법 제20조 내지 제22조), 특히 협의사항은 2007년 법개정을 통해
의결까지 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20조 제2항).
1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애초에는 종래 노사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991년 법개정 시에는 노사협의회 대신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토록 하여 현재에는 과반수노조(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가 위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근로자위원과 동수의 사용자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산업보건의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16) 김훈․박종희․김정우(2011), 종업원대표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29 이하 참조.
17) 예컨대,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근참법에서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이 없
는 관계로 근로자위원 선출의 모집단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근참법(구 노사협의회
법도 마찬가지임)은 근로자개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임종률
(2014), 노동법, p.635), 그러나 근참법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기법상 사용자개념과의 관
계에서 근로자개념의 범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모든 근로자가
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8)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참조.
19)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1161, 1178 판결;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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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대표노조에 의하여 대표되는 조합원이 사실상 과반수를 점하게 되는 경우에도 교섭대
표노조에게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하는 경우에도 교섭대표노조 유지
기간과 다른 법령상 결정주체의 임기가 상이하여 착종현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석하
여야 할 것인지 등의 문제들이 제기된다. 나아가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 각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결정주체들이 노동조합과 별개 형태로 구성․운영된다면 노동조합과는
경합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누가 실제 결정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과반
수가 아닌) 노동조합과 경합관계에 서는 각 결정주체가 사용자와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
약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위 내지 효력을 갖게 되는지 등의 법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이와 같은 지위 및 합의 효력을 둘러싼 착종현상이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체
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조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체계에 관한 새로운 정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경우를 다양한 규
율수단으로 형성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 적합한 모습일 수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충
분한 이론적 검토와 법적 규율체계의 합리적 체계성을 갖춘 형태로 규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협약자치 기능의 실제적 현주소와 그에 따른 논의의 필요성
전통적으로는 개별근로자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열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근로계약 내용 형성을 형식적인 사적 자치에 맡길 경우 합의의 실질적인 정당
성20)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한편에서는 최저 근로조건을 법정화하여 그 적용을 강제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최저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단결력을 통해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
하고 이로써 적정한 근로조건(실질적 정당성 확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행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하여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우위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그 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 협약자치 기능성이 실제적으로 담보되어야 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988년 19%대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2005년과
2010년 및 2011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가 2013년 말 조직률은 10.3%를
나타내고 있다.21) 이 중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9.1%에 불과하
다.22) 10% 미만대의 조직률로 과연 협약자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
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20) 박종희(2007),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법학 제48호, p.127 참조.
21) 당시 공무원노조 설립 허용과 복수노조 전면 허용이 10%대로 회복케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2) 고용노동부(2014),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보고서, p.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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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서의)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23)로 보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노
조 조직률의 감소세는 서구의 경우에도 공히 공통적인 현상이다.24) 이는 전통적인 노동
운동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용역업 위주로 변모하는 데
에도 주요 원인이 있다.
그러나 노조 조직률만으로는 협약자치 기능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조직률과 달
리 단체협약 적용률로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
하여 조직률과는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산업 내에서 어
떠한 기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2008년
ILO 자료에 의하면,25) 유럽국가 중 단체협약 적용률이 70%를 초과하는 국가로는 오스트
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등이 있으며,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등은 51%에서 70% 사
이의 적용률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낮은 조직률에도 불구
하고 단체협약이 사실상 기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적 및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통해 조직근로자 외의
다른 비조직 근로자에게 적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조합원자격 관련 단체
협약 규정을 협약의 인적적용범위로 해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확대적용 대상이 낮아진
점,26)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조합원 비율이 72.8%에 해당
함에 비하여 50명 이하의 노조의 경우 조합원 수 비율이 2.4%, 50~99명 사업장의 경우
3.4%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사업체가 소규모일수록 노조가 있는 사업장 비율이 낮은
점(30명 미만의 경우 1.0%의 조직률, 30~99명의 경우 2.0%)을 감안할 경우 적용률을 확대
하여 추산하더라도 20%가 넘지 않을 것이다.27)
조직률이나 적용률(특히 규모별 조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협약자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이는 근로조건의 주된 규율형
식을 협약자치임을 전제로 하여 구성된 현행 노동법체계의 기본전제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과
23) 예컨대, 무노조 경영으로 알려진 삼셩그룹의 각 계열사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사실상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4) 예컨대, 1986년과 2000년, 그리고 2013년의 조직률을 각각 비교하면 미국은 17%에서 13.5%, 그리
고 11.3%로, 영국은 48.7%에서 29.8%, 그리고 25.6%로, 일본은 28.2%에서 21.5%, 그리고 17.7%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앞의 책, p.33).
25) ILO(2008), Global Wage Report 2008/09 - Minimum Wages and Collective Bargaining Towards Policy Coherenc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39.
26) 위 각주 11) 참조.
27) 김훈․박종희(2011), ｢종업원대표제 재구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산업관계연구 21(2), 한국노
사관계학회,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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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노동법의 기본이념과 전제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할 것인지, 만약 이러한 상태를 보완
한다면 어떠한 집단적 자치 방식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근로자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향상되고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에 따라서는 집단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집단이 생성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노동시장 내에서는 집
단적 자조를 통해서만 근로조건을 대등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열세의 지위에 놓여
진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아닌 집단적 자치를 통한
적정한 근로조건 형성 기회를 마련해 줄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근로자대표제 도입과 그 법이론적 기초

1. 근로자대표제 구상의 의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협약자치가 체계 내․외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기
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차제에 협약자치를
보완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근로자대표제가 논의의 중심을 이룬다. 근로자대표제를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필요성의 논거에 기초한다면 근로자대표제는 초기업단위보
다는 기업단위를 조직기초로 하는 기본형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기업단위도 가능범
주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객관적으로 범주를 획정하는 기준과 논거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접근․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기업의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형태를 취하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초기업별 설립도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제는 기업단위(근로조건의 결
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28))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을 대표하는 자를 통한
집단적 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행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 비교할 때
28) 참고로 현행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의 설치단위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위’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연혁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자
면, 1980년 12월 당시 노동조합법 개정과 함께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었고,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다. 당시 노조 설립을 강제하던 제
13조 규정을 모두 다 기업별설립강제조항으로 이해하였었다. 그렇다면 노사협의회법 때부터 유지
되어 온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도 입법자 의사는 기업단위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집_49

특

집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현행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를 상설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안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정하여 합의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제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되지만, 만약 종업원들
을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고 이들이 별도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노사위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법적인 기구를 형성하면서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갖는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와도 구별된다.
둘째로는,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대표하는 근로자집단의 범주를 어떻게 획
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논의가 달리 전개될 수 있지만, 근로자대표제의 이론적 기초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해한다면 당해 기업에 속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
가 된다. 즉 기업의 인적 구성부분으로서의 근로자 모집단은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를 직
접 맺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그러나 사실상 전속적으로 기업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도 함
께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법에 의하면 동질성이 인정
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조합 가입자격이 배제되지만 이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들을 다 포
함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셋째로는, 근로자대표제를 취하는 이상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서 정하
는 단위에 소속하는 모든 근로자가 모집단을 이루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적어도 기
업 내지 사업이란 기본단위 자체에 근로자대표제 설치의 논거를 마련하여야 비로소 기본
권 속성에 반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대표제를 위와 같은 구조로 법률에 의해 도입되는 형식으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
그 법적 기초를 어떻게 정립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
여는 항을 바꾸어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로자대표제의 법적 기초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가.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관한 법이론적 논거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적․현실적 필요성에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 부분에 관한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포함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주는 경영활동의 자
유를 가진다. 기업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면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하고 이들을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의 측면에서 파악하면 생산활동의 주체인
기업이란 물적 설비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물적 설비 외에도 인적 요소가 함께 결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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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로소 생산주체로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각각 기업
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물적 요소에 대한 이윤과 인적 요소에 대한 임금이
각각 지급되므로 그 밖의 기업경영에 대해서도 물적 요소 외에 인적 요소도 일정한 지분
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수 있다. 물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의
위험을 기업가가 전적으로 감수한다는 논거에서는 경영권을 자본 측이 가져야 한다는 주
장은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영권의 행사는 자본의 시장위험에 한
정되지 않고 그 기업에 속한 인적 요소들의 경제활동 기초를 함께 담보하기 때문에 경영
적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은 자본에게 유보하게 하더라도 인적 요소에 대한 일정부분 참
여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거가 근로자의 경영참가의 핵심을 이룬다.29)
물론 근로자가 자본에 참여하여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30)도 있지만, 이는 근로자의
지위 외에 주주의 지위를 함께 보유하는 이중적 관점에서 용인하는 것이며, 순수하게 근
로자 지위에서도 경영에 일정부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직접적인 논거가 되는 것은 아
니다.
이와 같은 논거에 기초한다면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본 틀은 당해 기업의 본
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인적 요소라는 점에서 요청되는 바이므로, 경영참가 논의는 기
업단위로 전개되어야 한다.
나. 산업민주주의 관점에서의 근로자 참가의 법적 논거
또 다른 한편에서 산업민주주의 관점에서 기업 운영에 근로자들이 일정부분 참여할 지
위를 갖는다는 입장31)이 있다. 이때 산업민주주의란 별도의 특별한 개념은 아니다. 일반
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산업 현장에 함께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붙여진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생산활동 주체로서 기업은 인적․물적 요소가 결합된 유기체로서 조직의 본질을
갖는다. 조직이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정한 활동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규율 내지 질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조직 유지 및 활동을 위한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질서의 형성을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즉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 원리인 민주주의 이념의 기초｣에서 주장되는 것이
산업민주주의론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립한 규율체계에 근로자가 타율적으로 복
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에게 적용될 규율의 제정과정에
29) 박종희(2003), ｢근로자 경영참가제도의 기본구조와 방향성에 관한 법적 검토｣, 산업관계연구 13(2),
한국노사관계학회, p.122 이하.
30) 예컨대,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경영참가의 방식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1) 김교숙(2011), ｢산업민주주의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비교노동법논총 제21집,
p.7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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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질서를 형성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가장 잘 적용
될 수 있는 부분이 소위 사업장 내의 복무규율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즉 작업체계의 운영
방식(근로시간대의 편성, 휴가계획의 편성),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작업장 규칙 제정, 질
서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정도, 사업장 내 기술적 (관리 내지 감시)장치의 도입에 관
한 사항, 기업복지 시행과 관련된 사항, 기타 생산성향상(일터혁신)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 측면보다는 결정된 근로조건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하는 측면에 집중된다,
다. 기업 혹은 사업 조직의 기관으로서의 근로자대표제
만약 위와 같은 법적 관점에서 근로자대표제의 구성을 꾀한다면, 근로자대표제는 노동
조합과 같은 조합원들이 조직유형과 조직범위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영
참가 내지 산업민주주의 구현 등의 적용단위와 결부된 형태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를 달
리 표현한다면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근로자대표제는 당해 기업 내지 사업의 구성원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기업 혹은 사업과
독립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지 사업 조직에 부속하는 기관의 형태로 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당해 기업이나 사업 조직과 분리한 경영참가 혹은 산업민주주의 원
리는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현행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제도
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되어야 하
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통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부속하는 법적 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
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조직이 변경되거나 기업이 합병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는 기존 사업조직에 변경이 초래되므로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는 것
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32)
나아가 근로자대표제를 기업 내지 사업 단위의 조직을 매개로 한다면 근로자대표제의
구성 모집단은 당해 기업 내지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를 다 포함하는 형태가 되어
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이 비록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
한과 책임을 부여받거나 수행해야 할 직무의 내용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충돌되는 자
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배제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소위 중간
관리자뿐만 아니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도 사업장 질서 형성에
는 본인들도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결정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
32) 이에 반해 노동조합의 경우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한 법적 주체이므로 기업변동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위도 당연히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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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내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이 선출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라. 근로자대표제와 노동조합의 관계정립
기업 내지 사업에 부속하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서는 근로자대표제를 도입
할 경우 법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점은 노동조합과는 어떤 관계로 정립될 것인
가이다. 이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먼저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대표제의 헌법상 기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현행 근참법상 노사협의
회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헌법 제33조 제1항의 범주가 아닌 다른 법적 기초에서 그 근거를
찾는 입장이 대체적이다.33)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아닌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
우에는 이는 적어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 기초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그 전제는
근로자대표제의 지위와 역할(권한)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참가적 기능과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에 국한하는 정도에 그칠 경우에도 헌
법 제33조 제1항의 기초에서 찾는 것이 상당하다.34)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제에 그 밖의
협약자치의 한계를 보완할 역할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35) 이는 필히 헌법 제
33조 제1항에 기초하는 것으로 구성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협약자치를 보완한다는 점
은 적어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여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헌법 제33
조 제1항의 집단적 자치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대표의 헌법적 기초를 헌법 제33조
제1항에 둔다면 이들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후속하는 문제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집단적 자치를 통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
모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입법자가 이를 구체화한 것이 현행 노조법
임은 이미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런데 헌법은 집단적 자치라는 형태를 통해 적정한
근로조건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단적 자치는 협약자치로 한정되는
33) 김형배(2014), 노동법, p.1209 이하; 김 훈․이승욱(2000),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
연구원, p.6 이하.
34) 박종희(1998),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p.14 이하 참조.
35) 이 점이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와 본고에서 다루는 근로자대표제의 본질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
다. 노사협의회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지배설과 판례는 부정적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1994.06.24. 선고 92다285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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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사관계나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협약자치 이외의 다른 방식의
집단적 자치도 포함하는 개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36) 하지만 협약자치 외에 다른 유
형의 집단적 자치가 도입되더라도 이들 간의 관계는 협약자치가 항상 우위에 서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함에 있어서는 연혁적으로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협약자치를 집단적 자치의 핵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고 근로조건에 대해서까지 결정할 수 있는 지위
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보충적인 지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는 근로조건 결정 이외의 경영
참가적 관점과 산업민주주의 관점에서 부여받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노동조
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할 수 있
는 것으로 구성됨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노동환경의 변화 및 합리적 노사관계 재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새
로운 근로자대표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구상해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근로자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시 논의의 토대를 이룰 법적 기초에 관
해 살펴보았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생산직 근로자와 이들의 노동과정을 전형적인 규율대
상으로 삼은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21세기의 현재는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이나
그에 따른 임금 내지 근로시간의 결정체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노동법체계를 새롭게 재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노동시장
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노사간의 분배구조의 새로운 재편, 특히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분배구조를 새롭게 규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비정규
직이 증가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집단적 대표조직이 없다는 점은 자본
주의가 위태로운 양상으로 내몰리는 위기라 할 수 있다. 집단적인 노동의 힘은 자본주의
가 갖는 모순을 제어하고 시정하는 안전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
하는 기능부전 상태라면, 최소한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
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야 비로소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시장경제질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근로자대표제에 관한 심도 있는 논

36) 박종희(2007),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법학 제48호, p.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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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며,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에 집중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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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론:단체협약의
규범력 확대를 위하여
박 제 성*
1)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
써 근로자가 개별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식적 대등관계를 극복하고 집단적 관계에서 사
용자와 실질적 대등관계를 확보하여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노사간의 교섭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근로자에게 단
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
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이를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
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
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선 계약의 두 당사
자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근대법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
이 근로기준법에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오로지 개별적 노동관계 곧 근로계약을 매개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에만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정법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해서 전
자는 오로지 개별적 노동관계만을 규율하고 후자는 오로지 집단적 노동관계만을 규율하
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근로기준법 앞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들은
노동법 전체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eseongpark@kli.re.kr).
1) 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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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더라도 분명하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
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신분에서 계약으로’ 전환을 이루어 낸 근대의 법질서에서는, 공적 신분 관계를 제외하
고 적어도 사적인 관계에서는 계약을 통해서가 아니면, 즉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라는 명
목이 아니면 타인에게 노동의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은 인격 그
자체로서 계약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파트나 자동차와 달리 노동은 노동하는
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노동을 구매(임대)한 자는 결국 노동하는 자의 인격을
지배하지 않고서는 그 노동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이
갖는 모순이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은 바로 이 근로계약의 모순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법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에게 종속된 자이다. 근로자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이 아니면 근로계약이라는 계약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근
로계약은 인간의 노동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모순성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속성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
법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근대법 자체의 기초를 허문다. 노동법은 이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집단적 관계에서 회복시켜 줌으로써 근대법을 구한다. 그것이 헌법 제33조의 의
미이며, 근로기준법 제4조는 집단적 관계로 지평을 열어 읽을 때 비로소 그 온전한 의미
를 이해할 수 있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가치이며 동시에 노동법 전체
를 관통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대표와 피대표의 이타성(異他性)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이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의 하나라고 할 때,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바로 ‘대표’2)이다. 근로자대표론이란 바로 이 대표에 관한
2) 대표(代表)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이것의 모습을 저것의 모습으로 바꾸다”이다. 이 말의 불어 표
현인 représentation이나 영어 표현인 representation은 “지금 여기에 있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repraesentare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한국어에서는 맥락에 따라 대표(代表), 대의(代議), 대변(代辯),
대리(代理), 재현(再現), 표상(表象) 등으로 구별되어 쓰이지만, 모두 하나의 생각을 나타낸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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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이론의 총체이다. 즉, 근로자들이 그 집단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이론과 법제도의 총체를 말한다.
대표는 기업, 업종, 지역 등 각 영역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을 법주체로 전환시킨다. 대표
되기 이전의 근로자 집단은 사실상의 존재 곧 사회학적 존재에 그친다. 그 상태로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근로자 집단이 법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스스로를 구속하는 협약을 교섭하고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대표는 행위능력을 확보하는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표는 법의 무대 아래 머물러 있는 근로자들을 무대 위에 주연으로 올리는
과정이다.
영국의 극작가 피터 브룩의 말을 빌리면, “[재현이란] 과거에 속하는 어떤 것, 과거에
존재한 것이지만 지금 존재해야 하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3) 즉, 과거의 존재를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만드는 연금술이다. 이처럼 “연극적 재현은 철학적 표상과 마찬가
지로 우리의 시선 아래 혹은 정신 앞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재현 혹은 표상이 초래
하는 실재의 대체라는 연금술에 고유한 모든 위험들이 뒤따른다.”4) 다시 말하면, 대표하
는 것(대표)은 대표되는 것(피대표)을 진짜로 대표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대표
와 피대표 사이의 근원적인 ‘서로다름’, 즉 ‘이타성(異他性)’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이다.
법적 표상, 즉 사법상 대리나 공법상 대표도 다르지 않다. 또한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론
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법이론적인 차원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Ⅲ. 피대리의 선재성(先在性)

사법상 대리는 법주체의 의사자치 개념에 닿아 있다. 이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이 의욕
한 경우에만 구속된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법률행위, 특히 계약에 의하여 구속된다면

은 곧 지금 여기에 없는 것을 지금 여기에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도 이 말들은 각각의 문
맥에 어울리게 선택되어 쓰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개념이라는 점을 미리 말해둔다.
3) 피터 브룩(Peter Brook), 빈 공간 : 연극에 관한 글들(L’espace vide : Ecrits sur le théâtre), Paris,
Seuil, 1977, p.181.
4) 스테판 리알(Stéphane Rials), “표상의 표상(Représentation de la représentation)”, Droits, n° 6, Paris,
1987, p.3.

58_노동리뷰 2015년 3월호

근로자대표론: 단체협약의 규범력 확대를 위하여

그것은 그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5)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에 피대리인이 구속된다
면, 그것은 피대리인이 그렇게 하기로 의욕했기 때문이다. 만약 미성년자가, 비록 법적으
로 유효한 어떠한 의사도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에 구속
된다면,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기로 생래적으로 의욕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례에서 사법상 대리 법리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를 제거한다. 대리인은, 실제
의 의사든 가상의 의사든, 피대리인의 의사를 표시할 뿐이다. 즉, 대리인은 일종의 투명인
간이다. 이러한 법이론적 장치를 통해 대리와 피대리의 이타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
만 부모가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입시학원에 보낼 때, 가족이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시설 수용을 결정할 때, 대리와 피대리의 이타성은 극복되지 않는다. “대
리인이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할 때, 피대리인의 의사는 대리인의 이타성을 전혀 축소시
킬 수 없으며, 따라서 대리론에 실질이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없다.”6)
사법상 대리론에서 나타나는 대리와 피대리의 이타성은 사법상 대리론의 또 하나의 핵
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피대리의 ‘선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선재성은 피대리
가 대리보다 언제나 법적으로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든, 피성년후
견인의 경우든 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법인격들은 대리인이 오기 전에 우선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와 피대리의 이타성은 피대리의 선재성에서 비롯된다.

Ⅳ. 대표에 의한 피대표의 물질화

반면에 공법상 대표론에서 나타나는 대표와 피대표의 이타성은 피대표의 물질화 과정
에서 비롯된다. 국민의 대표, 법인의 대표 등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라는 말은
항상 어떤 집단 혹은 어떤 단체를 상정한다. 즉, 대표는 언제나 집단에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는 대리가 언제나 개인에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구별된다. 대표
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상의 존재이다.
정치적 대표에 있어서 국가 혹은 국민이 그러하며, 법인의 대표에서 법인도 그러하다. 몸
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실행할 자연인 대표가 없이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대표라는 말은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상의 존재를 대
5) 장 카르보니에(Jean Carbonnier), 민법(Droit civil), t. 4, 채권법(Les obligations), 21e édition, Paris,
PUF, p.50.
6) 엠마뉴엘 도케스(Emmanuel Dockès), ｢대리 법리의 미신(Le mythe de la représentation juridique)｣, 신
체와 그 표상들(Le corps et ses représentations), vol.1, Paris, Litec,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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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눈에 보이는 실체적 존재로 나타내기로 이해된다.
나아가 국가, 국민 또는 법인은 대표를 통하여 법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대표 원리
는 이들이 법이라는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가령 민법 제57조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다시 말하면, 대
표 없이 법인 없다. 그러므로 법인에 있어서 대표는 이미 존재하는 법주체로서의 법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함께 존재하고 나아가 법인을 존재케 하는 본질적 원리이
다. 법인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법인실재설이 다수설이지만, 실재하는 것은 先법
적인 혹은 超법적인 사람의 집합 혹은 돈의 집합이다. 그것은 대표론 속에서만 그리고
대표론에 의해서만 비로소 법적으로 실재하는 법인이 된다.
그러나 추상적 존재에 불과한 피대표는 스스로 물질적 단단함을 갖춘 행위를 할 수 있
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 대표를 통해서만 피대표의 의사와 이익이 법적인 물질
성을 획득한다. 공법상 대표란 추상적이고 비가시적 존재인 피대표에게 가시적인 물질성,
즉 신체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대표와 피대표의 이타성이 제기
된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대통령, 국민의 이름으로 행위하는 국회의원, 기업의 이
름으로 행위하는 대표이사. 이 모든 경우에 자연인 대표의 행위가 피대표의 이익과 일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Ⅴ. 근로자대표론의 이중성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론에서도 피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 집단은 법적 선재성을
갖지 않는다. 노동법에서 근로자 집단의 법적 인격은 대표론과 함께 존재하고 대표론과
함께 사라진다. 근로자 집단은, 기업이든 업종이든 지역이든 나아가 국가 차원이든, 그
자체로는 사회학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지 법적 존재가 아니다. 이 집단은 대표론이라는
틀을 통해서만 비로소 법의 무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천명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만
비로소 다른 법주체들 곧 사용자나 공권력과 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근
로자 집단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기존의 권력에 대한 일종의 반권력의 성립
을 촉진한다.7) 몽테스키외의 말을 빌리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물
들의 배치를 통하여 권력이 권력을 멈추게 해야 한다.”

7) 조르주 보렌프로인트(Georges Borenfreund), ｢근로자 대표와 대표 개념(La représentation des salariés et
l’idée de représentation)｣, 사회법(Droit social), 1991, p.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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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집단이 대표론을 통해서 법적 주체가 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근로자 집단
의 법적 주체화가 대표 그 자체로 완결된다는 점에 있다. 가령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완
전한 법주체이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는 행정상의 목적에서만 인정될 뿐이지 노동조
합의 법주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
득을 선택 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법인격의 취득과 무관
하게 계약의 체결, 재산의 소유, 채무의 부담, 소송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민법상의 ‘법인격 없는 사단’ 이론과는 다른 것이다. 민법이 법인격 없는 사단을
법인인 사단에 준해 법주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다수 존재하고
또 그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법현실을 고려한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법인격과
무관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자대표론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차원의 종속성을 집단적 차원의 자율성으로 극복함으로써 추상적 평등
을 구체적 평등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지, 근로자들이 법인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의 ‘노동조합’과 영어의 ‘trade union’은 완전
히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표론이 비가시적인 개념상 존재를 대신하여 가시적인 실체적 존재로 나타내
는 기법이라는 말은 근로자대표론에서는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령 근로
자 집단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한 비가시적인 개념상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실, 민법상
법인대표론에서는 법인의 구성원과 법인은 서로 독립되어 있고(법인은 그 구성원을 대표
하는 자가 아니다) 이사는 법인만을 대표하는 데 반해,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론에서는 우
선 노동조합이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고 다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동조합이라는 대표를
대표하는 이중의 대표 원리가 나타난다. 민법상 법인대표론과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론의
차이는 법문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
여”(노조법 제29조)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즉, 노동조합의 대
표는 법인만을 대표하는 이사와 달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대표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사단 법리에 기대어, 조합원 인준투표 조항에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가 단독의 의사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도 하나의 사단이므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단체대표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8)라고
주장하지만, 노동법상 대표론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대표가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할 때, 그 집단의 구성원들
이 대표가 내린 결정들에 어느 정도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표는
8) 대법원 1993. 4. 27., 판례공보 1993, p.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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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론에서는 대표가 사용자나
공권력과 형성하는 대표 외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대표가 피대표 근로자들과 맺는 대표
내적인 관계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Ⅵ. 근로자대표론의 보편성

공법상 대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하나의 이해관계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대
통령은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헌법 제66조 제1항)라는 규정은 이를 압축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개별 이익들의 이질성을 인민의 또는 국민의 동질적인 집단 이익
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론은 공법상 대표론과 유사한
면이 있다. 노동법상 대표는 자본의 집단 이익에 맞서 노동의 집단 이익을 구현한다고
간주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사실, 근로자대표론은 사법적 관점보다는 공법적 관점에 더 친근하다고 할 수 있다. 근
로자 대표에 관한 제도를 구상할 때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기 마련
이다.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재원을 독점하는 미국에서 배타적 교섭대표제
가 제안된 것, 복수의 정당들 간의 합종연횡이 일반적인 정치적 풍경으로 자리 잡은 프랑
스에서 노동조합들 간의 합종연횡이 나타나는 것, 모두 당연한 일이 아닐까? 정당의 대표
성이 당원의 숫자가 아니라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에서 나오듯이, 노동조합의 대표성도
조합원이 많을수록 그 대표성이 강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반드시 조합원의 숫자로만
환산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또한, 다수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이 그 당의 당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다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반드시 그 노조의 조합원
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
을 지지하는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도 반영되어야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갖는
영향력을 좀 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9) 이러한 생각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표현될
수 있는 공적인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자발적 의지에 기초하고 있는 단결권을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고도 필요하다는 정책적 구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론을 공법상 대표론과 지나치게 동일화할 수는 없다. 근로자
대표론은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공법상 대표론과 구별된다.10) 첫째, 공법상 대표론은,

9) 은수미,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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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장 전형적 표현태인 대의제에서 나타나듯이, 일인일표(一人一票)로 요약되는 개별
적이고 수량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근로자대표론은 집단적이고 질적인 기초,
즉 하나의 집단이 하나의 표를 행사하는 일단일표(一團一票)의 원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근로자대표론의 성패 여부는 이 집단을 규범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는 기업, 업종, 그룹, 지역 등 근로자 집단이 존재하는 다양한 층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
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특정한 집단 안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과 자신들의 목소리가 강자들에 의하여 왜곡될 위험이 있는 자들의 대표에 관한 문
제이기도 하다.11)
둘째, 공법상 대표론은 시민들의 평등을 하나의 소여(所與)로서 전제하는 데 비해, 근
로자대표론은 질적으로 상이한 집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평등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약자가 강자에 맞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12) 셋째, 공법상 대표
론이 과반수를 만장일치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반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
로 삼는다면, 근로자대표론은 다양한 의견과 이익들이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수와 소수 모두에 의하여 승인될 수 있는 타협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공법적 관점 위에 근로자대표론을 구축하는 것은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집단적 노동관계는 사실상 노동조합
과 사용자의 관계로 축소되어 있으며, 그것도 일부 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그 결과 노동조
합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집단적 노동관계의 제도적 틀 안으로 포섭되지 못하
고 있고, 이러한 배제는 헌법 및 노동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용한
노사관계의 희구는 근로자대표론의 구축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실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규정들이나 단체교섭 제도의 부실한 규정으로 이어
졌다.
근로자들이 대표를 갖게 되면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가. 하지만 사정은 정반대이다.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직접적인 충돌을 감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전투적 노
사관계로 비쳐지는 이유의 하나도 갈등을 표출시키고 조정하여 새로운 규범 형성의 동력

10) 알랭 쉬피오(Alain Supiot), ｢라르쉐 법 또는 대의민주주의의 변형들(La Loi Larcher ou les avatars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사회법(Droit social), n° 5, 2010 참조.
11) 이 점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2) 노동삼권의 실질적 보장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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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는 대표 제도가 부실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근로자대표론이 사법(私法)의 논리에 갇혀 있다는 점도
하나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대표, 즉
‘의사주의적 대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의사주의적 대표론은 헌법이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표될 수 있도
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터잡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
다.”라는 법격언이 의미하는 것처럼, 대표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이 ‘무임승차’를 야기한다는 비판도 이
러한 생각과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우리는 근로자의 존재에 따른 대표, 즉 ‘존재론적 대표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기업에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 곳에 근로자들의 대표가 있어야 하고, 기업집단에 근로
자들이 있다면 그 곳에 근로자들의 대표가 있어야 하며, 업종에 혹은 지역에 근로자들이
있다면 그 곳에 근로자들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에 근로자들이 있다면 국가
차원에도 근로자들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요컨대, 근로자대표론의 보편성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ILO의 디센트 워크 어젠다
(Decent work agenda)는 노동권의 보장(Guaranteeing rights at work)이라는 전략적 목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는, 특히 취약하거나 가난한 근로자는
대표될 필요가 있다(All workers, and in particular disadvantaged or poor workers, need
representation).”

Ⅶ. 단체협약의 보편적용성

근로자대표론의 보편성은 무엇보다도 단체협약의 보편적용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협약을 ‘계약’이 아니라 ‘규범’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규범이란 ‘인간의 행위에 한계를 설정하는 외부적 조건’을 말한다. 단체협
약에 대한 계약적 관점은 노동조합을 조합원들만의 결사로 보아 협약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규범적 관점은 노동조합을 노동관계에 관한
법을 생산하는 입법자로 보아 협약은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조합원 적용성이 노조 가입이라는 기여에 대해서 협약의 적용이라는 보호
를 제공하는 이른바 ‘기여원리’ 혹은 ‘메리토크라시’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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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功利主義)에 근거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의 보편적용성은 노동의 상품화를 통해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지배의 물적 조건을 약화시킴으로써 탈상품화의 가능성 곧 자유의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공화주의적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복무조건이나 근로조건을 집단적, 통일
적으로 정하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필요성은 포드주의적 산업사회에서 제
기되는 것이며, 탈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규율 방식이 확산되고 있
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포드주의적 체제를 유
지하고 있으며, 산업사회에서 농어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탈산업사회에서
도 산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제도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대 노동법이 정
착한 선진산업사회에서는 법령과 단체협약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법령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작업장의 구체적인 조건을 정함에 있어
서는 결국 노사가 합의해서 정한 규범 곧 단체협약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단체협
약의 일차적인 기능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규율하는 하나의 규범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업종에는 하나의 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치 하나의 국가에는 하나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같다.
각 나라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형성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의하여 교섭되고 체결된 단체
협약이, 그 대표에게 투표를 한 근로자들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
되도록 하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갖고 있다. 프랑스는 대표성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제
도, 이른바 단체협약의 ‘만인효’ 제도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는 아예 이 만인효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관련
된 직업적 범주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탈리아 헌법 제39조). 독일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
지만 노동조합의 힘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 한국에서
는 그 의미가 다분히 축소되어 소개되고 있는, ‘협약자치’와 기업의 모든 근로자를 적용
범위로 하는 사업장협정 제도, 즉 공동결정제도를 갖고 있다. 각각의 제도적 형태는 다르
지만 그 모두에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다. 바로 단체협약의 보편적용성이다.
한국은 어떤가? 현행 노조법에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기본 규정이 없다. 하지
만 일부 학설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되
는 것으로 해석한다. 근거는 조금씩 다르다. 가령 임종률은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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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을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합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단체협약 내
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전체 조합원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으로 축
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본래적 적용범위를 넘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13)라고
한다. 반면에 김형배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협약체결당사자의 구성원에게 한정하는 것은
협약의 본래적 성격”이라고 하면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노조법 제35조와 제
36조의 반대 해석에 의하면 조합원 적용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한다.14)
그런데 이렇게 단체협약이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기업 내 하나의 집단적
노동 규범을 설정한다는 단체협약의 일차적 기능은 훼손되고 말 것이다. 조합원과 비조
합원이 출퇴근 시간이 다르고, 기본급이 다르고, 잔업시간이 다르고, 수당이 다르다면 그
기업이 온전히 굴러가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제도도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
다. 그러나 일반적 구속력 제도는 법원의 협소한 해석에 막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자의적 권능에 맡겨 놓는 것은 근로조건의 대등결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
또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적용론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기 어
렵다. 단체협약의 조합원 적용성,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표성에 의하면 모든
노동조합은 자기의 조합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즉 각각의 노
동조합은 자신의 조합원만을 대표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왜 다른 노동조합과 같이 교섭
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단체협약의 조합원 적용성을 전제로 한다면, 독일이
나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
화할 이유는 없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표성에 상응하는 교섭제도는 자율교섭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채택하고자 한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노동조합
의 대표성을 조합원 대표성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단체협
약의 적용 범위를 조합원이 아니라 근로자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체협약이 계약
적 성질과 규범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이 체결한 협약이(계약적 국면)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하나의 법규처럼 적용된다는(규범
적 국면)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하급심 판결 하나를 주
목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금융산업 단체협약 제2조는 “이 협약은 사용자와 조합 및 조합
13) 임종률, 노동법, 제13판, 박영사, 2015, p.167.
14) 김형배, 노동법 제18판, 박영사, 2009, p.766.

66_노동리뷰 2015년 3월호

근로자대표론: 단체협약의 규범력 확대를 위하여

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모 은행에서 보충협약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협약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제4장[근로조건에 관한 규정] 및 보충
협약 제4장[임금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
여 조합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는데, 사용자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
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하였다.
법원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범위와 관계없이 피고 은행의 전체 직원에게 적
용된다.”15) 이는 위에서 언급한 학설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인 사례에
불과하지만,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제도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Ⅷ. 보론 : 취업규칙에 대한 비판

단체협약의 보편적용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
냐하면 사실상 한국의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보편적용성을 대체하는 제도
로 기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2호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이라는 구절이 말해 주듯이,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또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최저임
금, 직업훈련, 안전과 보건, 노동재해, 징계 및 그 밖에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관하
여 작성한다. 중요한 근로조건은 모두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억압되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못한 기업이 많고, 있더라도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는 편견(?)과 겹쳐,
단체협약이 아니라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놓고 법규범이냐 계약이냐 다투는 것은 그러므로 다분히 한국적
논쟁이거나 우리와 같은 취업규칙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 일본 같은 나라만의
고유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왜 한국의 입법자는,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이 필요했다면, 단체협약의 보편적용성

15) 서울중앙지법, 2008. 8. 14. 2006가합106601, 2007가합3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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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체협약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보다는 취업규칙
을 통해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을까? 우선, 노동조합의 조직
도가 낮은 상태에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을 보충하도록 구상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제정 근로기준법 제87조 제1항도 그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도입되었고, 노동조합의 조직률
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므로,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도를 보충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근로조건 규율 기능을 맡겼다고 보기보다는, 노동조합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도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제도를 도입했다고 추정하
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1891년 독일의 영업법에서 일종의 취업규칙 같은 제도(Arbeitsordnung)를 도입
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과 한국의 취업규칙과 유사하였다. 독일의 초기 취업규칙 제도는
1920년 사업장조직법에 의하여 공동결정제도로 바뀌었고, 1952년에 그 대상 사항과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취업규칙 제도는 1925년 공장법 개정에 의
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
항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였고, 지방장관
은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행정적 감독을 통해서 취업규칙 가운데 부당한 규정을 배제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의 무용한 분쟁을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근로자의 계약 의식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규율 제도
도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계약 내용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시의 일반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16)
이러한 해석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동
조합 및 단체협약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 공장법 시절의 취업규칙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단체협약과 달리
취업규칙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용자의 일방 결정성이다. 근로기
준법이 취업규칙의 사용자 일방 결정성을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통해서 완
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대법원이 사용자의 결정권을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함으로써 법률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사정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행법
상의 취업규칙 제도는 헌법 제33조 및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확인하고 있는 원칙, 즉 근
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과 부합하기 힘들지 않은가 생각한다.
16) 동경대학노동법연구회(東京大学労働法研究会), 주석노동기준법(注釈労働基準法) 下卷, 東京, 有斐閣,
2003, p.959 참조.

68_노동리뷰 2015년 3월호

이슈분석

글로벌 아웃소싱이 직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경희)

월간

노동리뷰

2 0 1 5 년 3 월호 p p . 7 1 ~8 1
한 국 노 동 연

글로벌 아웃소싱이 직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 원

글로벌 아웃소싱이 직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 경 희**

1)

Ⅰ. 머리말

완전경쟁 노동시장을 가정하는 전통 경제학에서는 국가 간 교역이 고용 및 실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간과되어 왔으며,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 소비/생활수준 향상 등 교역의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특히 미국, 영국, 유럽 등 주요 선진
국들에서 인도, 중국 등 개도국으로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
국 내 고용 변화가 보도, 지각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대중․학문적인 관심과 논쟁이 촉발․고조되었다.1)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중요성도 커
지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미흡한 편이며, 특히 개인 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고용 및 직업안정성
(예. 일자리 중단, 실업, 이직)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국내연구는 전무하다.2)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수입 중간재 비중으로 측정된 글로벌 아웃소싱이 우리
나라 근로자의 직업안정성 - 일자리 중단 여부 -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글
로벌화에 따른 노동시장 문제의 일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은 이경희 외(2014), 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시장 효과 - 직업안정성을 중심으로 원고의 일부
를 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kheelee@kli.re.kr).
1) 본고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은 ‘(계열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가진 기업에게 생산
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 즉 Olsen(2006)의 정의에 따른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동일한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보면, 동일한 의미로 글로벌 아웃소싱, 오프쇼어링, 글로벌 생산공
유, 수입중간재투입, 중간재 교역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2) 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시장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리뷰는 이경희 외(2010,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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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글로벌 아웃소싱 추이 및 동향

1. 글로벌 아웃소싱의 경제파급 경로 및 측정
기업의 국가 간 글로벌 아웃소싱 활동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업의 해외로의 생산과정 이전에 따라 나타나는 국내 고용시장
에 미치는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간 교역과 국내 생산활동에 미치는 변화이다. 만일
기업이 일련의 생산과정 일부를 해외생산시설로 이전시킨다면, 이전 생산과정에 투입된
고용만큼 국내 고용이 줄어드는 동시에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생산량만큼 국내 생산이 감
소하고 수입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의해서도 발생
하여 국내 외국기업의 해외생산과정/시설 이전으로 인해 감소하는 국내 생산량만큼 수입
량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해외로 생산과정을 이전시키는 활동 이외에도 국내투
자 대신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해외로의 생산과정/시설 이전이나 해외투자의 목적이 기업의 국내 수출라인 이전
일 경우에는 고용의 감소와 같은 생산요소의 감소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감소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생산과정 상에 있는 타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또는 연
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활동은 해당 중간재의 국내 수요에 상응하는 수입물량 확대를
유발하기도 하나 동시에 생산성 제고 및 비용 감소 등을 통해 특정기업 최종재의 수출물
량을 확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국가 간 아웃소싱 활동, 즉 글로벌 아웃소싱
활동의 확대는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수출과 국내 생산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 관련 자료는 기업단위에서 측정 가능한 자료이나 기업
고유의 경영 정보에 해당하여 기업수준의 자료는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글로벌 아웃소싱 관련 연구들에서는 글로벌 아웃소싱의 추산을 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
한 추산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아웃소싱 자료는 추산방법과 개념 간
차이에 따라 광의 vs. 협의, 직접 vs. 간접으로 나눌 수 있다.3) 간단히 정리하면, 광의의
글로벌 아웃소싱 지수는 특정 산업의 전체 중간재 투입액 중 해외로부터 수입한 (모든)
중간재 투입액의 비중(%)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특정 산업에 중간투입되는 모든 산업
의 글로벌 아웃소싱 활동을 포함한다. 반면 협의의 글로벌 아웃소싱 지수는 특정 산업에
3) 글로벌 아웃소싱의 구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경희 외(2014), 글로벌 아웃소싱의 노동시장
효과 - 직업안정성을 중심으로 원고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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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투입되는 산업 중 생산공정 내에 있는 동일 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결과만 포함한
다. 간접추산 방법은 국내생산과 수입, 수출 등에 미치는 결과를 모두 고려하는 반면, 직
접추산 방법은 직접적인 수입의존도만을 반영하는 차이점을 가진다.

2. 우리나라의 글로벌 아웃소싱 추이
광의의 개념하에 간접적인 추산 방법을 기준으로 전산업 글로벌 아웃소싱 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현재 글로벌 아웃소싱 지표는 2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림 1 참조).4) 이러한 수준은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글로벌 아웃소싱 활동이
약 2.6%p 증가한 것이다. 동 기간 동안 글로벌 아웃소싱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며 2008년 22.4%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전산업 글로벌 아웃소싱 추이

주 : 글로벌 아웃소싱 추산 지표(광의, 간접) - 전산업.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5∼2011년.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2008년에 전체 비에너지 투
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0%까지 크게 확대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점
차 축소되어 2011년에 24.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2 참조).

4) 간접적인 추산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중간투입의 변화와 글
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글로벌 아웃소싱을 보다 정치하
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을 규정함에 있어 반드시 모국에서의
생산 및 교역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개념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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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추이

주 : 글로벌 아웃소싱 추산 지표(광의, 간접) - 제조업.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5∼2011년.

서비스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정도는 제조업의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
으로 판단되나 그 추이는 제조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서비스업의 글로
벌 아웃소싱은 16.1%까지 증가하나 이후 축소되어 2011년에는 14.8% 수준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서비스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추이

주 : 글로벌 아웃소싱 추산 지표(광의, 간접) -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5∼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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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별 글로벌 아웃소싱의 변화는 해당 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산업연관표상의 168부문의 2005∼2011년 중 글로벌 아웃소싱 변화와 이에 대응하
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아웃
소싱 활동이 커진 산업일수록 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글로
벌 아웃소싱과 고용유발계수 변화 간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을 달리
하여 2007∼2011년 기간 중 글로벌 아웃소싱과 산업의 취업(고용)유발계수 변화 간의 관
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다른 통제변수들을 고려하
여 두 지표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두 변수 간의 단순 상관관
계가 음(-)의 방향을 보이는 것은 글로벌 아웃소싱과 고용 간에 특정한 관계가 성립될 가
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 산업별 글로벌 아웃소싱 증감과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증감

(a) 취업유발계수

(b) 고용유발계수

주 : 1) x축은 (a) 취업유발계수와 (b) 고용유발계수 모두 ‘2011년 계수 － 2005년 계수’(마름모꼴)와 ‘2011년 계수 － 2007
년 계수’(네모꼴)를 동시에 나타냄.
2) y축은 산업별 글로벌 아웃소싱 증감(2005〜2011과 2007〜2011)이며, 실선은 2005〜2011년의 추세선, 점선은
2007〜2011년의 추세선을 의미함.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5∼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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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글로벌 아웃소싱과 직업안정성

1. 글로벌 아웃소싱과 직업안정성의 관계
글로벌 아웃소싱 또는 오프쇼어링은 생산과정의 해외 재배치(relocation)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중간재- 최종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서비스(service) 또는 원자재(material) - 의
유입은 한 나라의 생산성 및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글로벌 아웃소싱이 후자, 즉
일자리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도 불분명 - 상반된 효과가 존재 - 하기 때문
에,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Görg(2011)에 따르면,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 또는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직접
효과(direct effects)와 간접 효과(indirect effects)로 나뉘며, 각각은 다시 두 가지 세부효과
로 나뉠 수 있다. 직접 효과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행하는 기업에 미치는 한정된 효과를
의미하며, 간접 효과는 글로벌 아웃소싱을 직접 행하는 기업을 넘어서 다른 기업이나 소
비자,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자, 즉 직접 효과는 다시 재배치
(relocation) 효과와 규모(scale) 효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효과는 고용/일자리 측면에
서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재배치 효과는 국내 일자리를 해외 일자
리로 대체하는 직접적인 대체효과로서 고용/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규모
효과는 이러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일자리/노동력 대체가 기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을 향상시켜 기업의 매출과 이에 따른 고용을 상승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고용/일자리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한편 간접 효과는 다른 기업과 최종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아웃소싱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 - 생산성 증대,
비용 절감 - 한다면 두 효과는 모두 고용/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어떤 한 기업(A)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여 다
른 기업들(B)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원자재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 다른 기업들
(B)은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해
최종소비자 가격이 하락한다면, 소비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증가된 실
질소득의 일부는 국내생산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쓰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반적
인 고용/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효과가 혼합(mix)되어 나타나
는 실제 상황에서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지, 예를 들어, 기취업자의 실직이나 실업, 이직이 늘어나고(직업안정성 감소)
미취업자의 구직이 어려워질지, 아니면 실직이나 이직이 줄어들고(직업안정성 증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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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쉬워질지 선험적으로 알 수 없게 된다.
또한 글로벌 아웃소싱과 같은 형태의 국가 간 중간재 교역은 차별적 고용효과를 가질
수 있다. Görg(2011)에 따르면, 산업화된 국가에서 글로벌 아웃소싱은, 노동집약적인 생산
과정은 해외로 이전하고 상대적으로 자본(capital) 또는 기술/숙련(skill) 집약적인 생산과
정은 국내 생산에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정은 부문(sector) 또
는 기업 내(within)에서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종재 교역에서보
다 훨씬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문 또는 기업 내에서 기술/숙련에 대한 상대
적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즉 근로자의 기술/숙련수준에 따른 차별
적 고용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2. 분석모형
본고에서와 같이 (중간재 수입이라는 형태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근로자의 일자리 중
단․퇴직(job separation)이라는 사건(event)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
석하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 이전에 표본의 관찰․분석기간이 종료되는, 즉 분석기간 내
에 다니던 일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우측절단(right censoring)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
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험모형(hazard model)을 이용하였는데, 실제 일자리․직업상태의
변화는 연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분석에 이용된 자료5)에서는 직업상태의 변화를 비롯한
다른 모든 변수들이 연도 단위로 조사․측정되었으므로 이산시간 위험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을 이용하였다.6) 위험모형에서 관찰되지 않는 개인효과 또는 이질성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 or frailty)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경우 추정계수가 편
향(biased)될 가능성이 큰 점(Jenkins(2005) 등)을 감안하여,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포함
한 ‘frailty’ 위험모형도 추가적으로 추정하였다.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  )을 포함한 추정
식을 보 로그-로그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og log           ′        

(1)

위 식에서  는 기본 해저드를 의미하며  (현직경력기간)의 선형함수 형태로 포함되었
다.    는 근로자  의 일자리 중단(퇴직) 위험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5) 본고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개인 수준의 근로자 데이터와 산업 수준
에서의 글로벌 아웃소싱 산정 지수를 매칭시켜 연결한 자료(2005∼2011년)를 사용하였다.
6) 분석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이 연단위로만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속시간(continuous time) 모형
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time-varying) 개인 및 산업 특성 정보 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산시간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슈분석_77

이슈분석

요인들을 나타내며,   log   이다.7)   , 따라서  는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포를 가정하고 모형을 추정하게 되는데, 본고에서는  가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8)

3. 분석결과
글로벌 아웃소싱(광의, 간접추산 지수)이 근로자 개인의 직업안정성 - 일자리 중단 여
부 -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와 둘째 칼럼은 관
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은 모형의 결과를 나타내며, 셋째와 넷째 칼럼은 이
효과가 통제된, 구체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추정
한 결과를 보여준다.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위험모형의 계수 값( )과 위험률(hazard rate)
의 비율인 hazard ratio(exp  )를 함께 제시하였다.
우선 관심 변수인 글로벌 아웃소싱 비중의 영향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속한 산업(소분
류 기준)의 글로벌 아웃소싱 비중이 높을수록 일자리 중단이 발생할 위험률(hazard rate)이
높은 가운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글로벌 아웃소싱이 일자리 중단 위험에 미치는 영
향 정도가 줄어드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9) 구체적으로, 글로벌 아웃소싱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중단 위험률이 최대 약 1.04배씩 높아지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글로벌 아웃소싱이 일자리 중단 위험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연수에 따라
점차 감소해, 분석샘플의 평균 교육수준인 고졸(교육연수=12년)인 경우에는 이 효과 - 글
로벌 아웃소싱 1%포인트 증가의 효과 - 가 1.01배 정도로 낮아진다.
상기한 글로벌 아웃소싱 관련 변수 이외에 대부분의 통제변수들 - 일자리지속기간, 근
로자 개인 및 직장 특성(성별, 연령, 자녀유무, 맞벌이, 시간당임금, 정규직 여부, 직장의
노동조합 유무 및 종업원 수 규모) 등 - 도 근로자의 일자리 중단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의 고려 여부에 따른 분석결과의 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10)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이 고려된 경우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살
7)  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포함한다. 우선,  는 본고의 핵심 변수인 근로자 개인 의 일자리
가 속한 산업의 년도 글로벌 아웃소싱 지수와 전체(원자재+서비스) 글로벌 아웃소싱 중 서비스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는 근로자 개인 의 년도 직업 상태에 영향
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로서, 근로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 유무, 맞벌이 여부, 시
간당임금, 정규직 여부, 기업의 노동조합 유무 및 규모(종업원 수 기준), 산업(중분류)별 기술수준
(매출액 대비 R&D 비중), 연도별, 업종(중분류)별 및 지역별 더미, 글로벌 아웃소싱 지수와 교육수
준의 상호작용 변수 등을 포함한다.
8) 분석모형 및 식 도출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경희 외(2014) 참고.
9) 이러한 결과는 해외 선행연구(이경희 외(2014) 참고) 결과와도 부합한다.
10) 예외적으로, 맞벌이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의 고려 여부에 따라 유의성이 달라진다.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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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위험모형 분석 결과 : 글로벌 아웃소싱(광의, 간접추산)이 직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I. 이질성 비포함 모형

II. 정규분포 이질성 가정 모형

변수명

계수 값
( )

hazard ratio

( )

계수 값
( )

hazard ratio

( )

글로벌아웃소싱(%)

0.0368**

1.0375**

0.0437**

1.0447**

글로벌아웃소싱 제곱

-0.0003

0.9997

-0.0003

0.9997

글로벌아웃소싱×교육

-0.0023***

0.9977***

-0.0028***

0.9972***

서비스아웃소싱 비율(%)

0.0043

1.0043

0.0053

1.0053

현직경력(연수)

-0.0610***

0.9408***

-0.0566***

0.9450***

남성

-0.0836*

0.9198*

-0.1198**

0.8871**

연령 15〜19세

0.8928***

2.4419***

0.8373***

2.3102***

연령 20〜29세

0.3484***

1.4167***

0.3742***

1.4538***

연령 40〜49세

-0.1589***

0.8531***

-0.1787***

0.8363***

연령 50〜59세

-0.0359

0.9647

-0.0638

0.9382

연령 60〜64세

0.2464**

1.2795**

0.3130**

1.3675**

연령 65세 이상

0.0928

1.0973

0.1434

1.1542

교육(연수)

0.0021

1.0021

0.0144

1.0145

교육 제곱

0.0021*

1.0021*

0.0019

1.0019

유자녀

-0.1668***

0.8464***

-0.1618***

0.8506***

기혼 유배우

-0.0292

0.9713

-0.0464

0.9547

1.0917*

0.0882

1.0923

맞벌이

0.0877*

시간당임금(1,000원)

-0.0210***

0.9792***

-0.0221***

0.9781***

유노동조합

-0.3471***

0.7068***

-0.3820***

0.6825***

0.3936***

1.4824***

0.4191***

1.5206***

비정규직
기업규모 10〜49인

-0.0527

0.9486

-0.0648

0.9373

기업규모 50〜99인

-0.1523**

0.8588**

-0.1758**

0.8388**

기업규모 100〜299인

-0.1996***

0.8190***

-0.2328***

0.7923***

기업규모 300〜499인

-0.1346

0.8741

-0.1657

0.8473

기업규모 500〜999인

-0.4282***

0.6517***

-0.5073***

0.6021***

기업규모 1,000인 이상

-0.4284***

0.6516***

-0.4866***

0.6147***

N

14,590

14,592

Log likelihood

-6783.0836

-6759.1357

주 : 1) 연도별(2006～2011년), 지역별(16개 시/도), 산업별(중분류 업종) 더미 포함.
2) * p<0.1; ** p<0.05; *** p<0.01.

되지 않는 이질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맞벌이가 일자리 중단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
만, 이질성이 고려되면 이러한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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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 지속기간의 효과의 경우, 예상대로 부(-)적인 기간의존
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을 확인할 수 있다. 현직경력기간이 1년 증가하면 일자리
중단 위험률이 0.95배가 된다, 즉 5%만큼 감소한다. 다음으로, 남성, 유자녀, 정규직, 유노
조 직장, 시간당임금, 직장 종업원 수 규모 등도 일자리 중단 위험과 부(-)적인 관계를 보
였다. 남성 근로자의 일자리 중단 위험률은 여성 근로자의 위험률의 0.89로, 11% 낮으며,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 중단 위험률이 15% 정도 낮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일자리 중단 위험률은 대조
집단 - 즉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 의 위험률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일자리 중단 위험률이
0.98배가 된다, 즉 2% 정도 감소한다.
연령 효과는 30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대와 20대, 60〜64세 연령층에서는 일자리
중단 위험률이 30대보다 높은 반면, 40대의 위험률은 30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40
대의 일자리 중단 위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효과는 대체로 일자리
중단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는데, 50〜99인, 100〜2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일자리 중단(퇴직) 위험률은, 10인 미만 기업에 다
니는 근로자의 위험률에 비해 각각 16%, 21%, 40%, 39% 정도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Ⅳ. 맺음말

수입 중간재 비중으로 측정된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서
로 상반되는 효과 - 예. 재배치 효과 vs. 규모 효과 - 의 존재로 인해 실증적으로뿐만 아니
라 이론적으로도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아웃소싱이 국내
근로자의 실직이나 이직을 증가시키는 등 고용 및 직업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유럽 및 영국, 미국 등지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글로벌
아웃소싱의 영향 여부 및 정도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분석이 시도되었다. 반면 자
료의 한계 및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 수준 근로자 데이터와 산업 수준
에서의 글로벌 아웃소싱 지수를 매칭시켜 연결한 자료를 이용하여 글로벌 아웃소싱이 근
로자의 일자리 중단 위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아웃소싱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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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 수입 중간재 - 비중이 증가하면 근로자가 다니던 일자리
를 중단하고 떠날 위험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주로 일
자리 대체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글로벌 아웃
소싱과 교육수준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 근로자의 교육(기술/숙련) 수준이 높아
질수록 글로벌 아웃소싱이 일자리 중단 위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글로벌 아웃소싱과 관련하여 저학력(기술/숙련) 집단의 노동시장 취약성
을 보여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가치관 조사 결과(한국고용정보원, 2014)에 따르면, 취업자들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직업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조
사 때는 ‘성취’가 1위, ‘직업안정’이 3위였던 것을 고려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임금
이나 직업적 성공보다 직업안정성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가치관이 변화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
간 교역 및 경제의 글로벌화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면, 근로자의 직업안정성
과 관련한 글로벌 아웃소싱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특히
저학력 집단과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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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단체협약상 조항의 해석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334 판결 -

【판결요지】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의 노
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실의 개요를 살펴보면, 피고회사가 2007년 이후 경영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10. 1.
6.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피고회사에게 (구)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전국○○노조와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회사와 전국○○노조 간에 2010. 2. 1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고 수십 차례의 교섭 끝에 2010. 4. 22.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가. 기본급(기본일당)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설 100%, 추석 100% 반납으로 하되, 2010
년도는 추석 100% 반납으로 한다.)｣
이 사건의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으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를 반납하기로 하는 부
분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나 수권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이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규정에 비하여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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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며 그 차액을 구하는 사건이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777 판결)과 대상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위 [판결요지]의 내용으로
기각하였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이 어디까지인지(협약자치의 한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감액’과 ‘반납’의 차이가 무엇
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단체협약의 체결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그리고 취업규
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유리성 원칙의 적용도 쟁점이 되었으나 이 글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우선,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
한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
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
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협약자치의 한계를 밝히고 있다(①). 반면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
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
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
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
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
라고 한다(②). 즉 개별 근로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상여금 등의 임금채권 등, 기득권)는 사적 재산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개
별적 동의 없이 단체협약으로 그 기득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왕의 근로
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의 일부를 반납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
초할 때만 유효하다(①표기 부분). 반면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장래의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의 체결로 가능하다는 것이다(②표기 부분). 요약․정리하면, 단체협약으로 임금
채권 등의 반납․포기․삭감․감액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기
득권)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허용되지 않으나, 장래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현저한 불합리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단체협약 자치의 한계가 그어진다. 이러한 판례법
리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요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인지를 판단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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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반납․포기․삭감․감액 등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으로 돌아와 보면, 사안의 핵심은 ‘반납’이냐 ‘감액’ 내지 ‘삭감’이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된 임금․상여금이냐에 있
었던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체결되어 장
래(워크아웃 기간 동안)의 임금과 상여금의 일부 미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다
(이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납’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위 대상판결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
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
한 내용의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
면 종전 판례법리를 그대로 좇아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도 결론에서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판결문을 접하는
일반인에게, 반납이라고 표현된 것은 감액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대상판결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이 없’다고 밝히고 있듯이 단체협약을 ‘법률’의 해석기준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해석기
준을 채택하였다면, 협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문언의 내용, 이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했다.2)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에 따라 해석하였다면 명시적으로 표현된 ‘반납’을 무리하게 ‘감액’
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반
납’이라는 문구에 너무 집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반납’이라는 문구는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임금 등을 일단 그 전액을 지급받되 그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감액’이나 ‘삭감’은 처음부터 종전 임금 등을 줄여서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므로 장래를 향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
은 한 협약자치의 범위 내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상여금의 반납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임금에 대한 반
납으로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도 결론에서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기본급 10% 삭감이라는 것과 구별하여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2)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유성재(2015),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
102452 판결｣, 노동판례백선, 한국노동법학회, pp.302~3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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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이라고 약정한 것은 워크아웃 기간이 종료되면 종전 임금
및 상여금 기준으로 복귀할 것을 예정하는 약정이며, 퇴직금 등을 산정할 시 반납된 부분
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 임금 및 상여금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
다.
강선희(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연기자노조에게 교섭단위분리의 신청 자격을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3누50946 판결 -

【판결요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인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노조법상
의 노동조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국방송공사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여 연기 등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한국방송공
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것이므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본 중앙노동위
원회의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방송연기자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일 뿐 노동조
합이 아니라는 판단이 옳을까? 대상판결은 그렇지 않고 방송연기자들도 근로자이므로 그
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라 칭함)은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개그맨),
무술연기자 등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연기자노조는 한국방
송공사(이하 ‘KBS’라 칭함)와 출연료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가 2012년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타결되지 않던 중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자
KBS의 다른 근로자들과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다.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는 2013. 2. 8. 연기자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는 점, KBS가
지속적․상시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고, 연기자노조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점, 연기자노조와 KBS 사이
에 방송연기자들에 관하여 약 25년간 다른 근로자들과는 별도로 출연료 합의서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왔다는 점, KBS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방송연기자들이 위 출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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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따라 등급별로 출연료를 결정․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연기자노조의 신청
과 같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KBS의 교섭단위를 방송연기자와 다른 근
로자를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2013단위1 결정).
그러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26. 연기자노조 소속 조합원 중 KBS 소속
근로자가 없고, 촬영을 하는 동안 KBS와 연기자노조 소속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연기자노조가 KBS에게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자
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취소하고, 연기자노
조의 분리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중앙2013단위3 결정). 이에 연기자노조가 중노
위 재심결정을 취소하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연기자들이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내지 근기법(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조직․가입한 연기자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어 결국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결정을 지지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11031 판결).
반면 대상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요지처럼 방송연기자들을 노조법상의 근로
자로 인정하여 연기자노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섭단위분리를 신
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결정을 취소하였다.
노조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정해진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노
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가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 따른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교섭단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
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는 반드시 사용자에 전속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된다. KBS는 일부 방송프로그램을 외부
제작업체로 하여금 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의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고, 그 방송프로그램에는 연기자노조의 조합원들인 방송연기자들이 KBS와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노위 재심결정에서 KBS에 전속된 연기자노
조의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기자노조에게 KBS 사업장 내에서의 교섭단위분리
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이다.
다만 방송연기자들이 KBS와 출연계약을 맺고 출연료를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만큼은 방송연기자들이 KBS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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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
해 원심인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법리와 사실관계의 파
악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원심은 ‘노조법 내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참고판결로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종합학원 강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레미콘 지입차주의 노조법 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을
인용하였다. 반면 대상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면서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
다78804 판결(골프장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을 인용
하였다.
과거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마찬
가지라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에서 노조법
상의 근로자성 판단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근기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
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
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
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
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
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노동판례리뷰_87

노동판례리뷰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3)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의 선고는 2014년 대법원 판결 전이었기에 노조법의 근로자성을
근기법상의 근로자성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는 잘못이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2014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성과 무관하게 판
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만약 이 사건이 KBS 내에서 방송연기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
로 분리하려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KBS와 관련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노조법 제2조 제1호가 그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정의를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의 체계적인 해석에도 어긋나며, 단체교섭의 주체에서 근기
법상의 근로자성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교섭단위 분리에서 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이 필요
하다는 논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오히려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못하다.
한편 노조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도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원심인 행정법원 판결에서는 사실관계의 판단에서 방송연
기자가 제공하는 연기에는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당한 지휘․감독관계가 없다
고 보았다. 반면 대상판결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KBS는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
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연기자의 전문성 때문에
연기 과정에서 방송연기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재량은 연출감독 등
이 의도하여 연출하고자 하는 역할 범위 내에 있음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므로, 방
송연기자의 연기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며 진
행된다. 연출감독은 대본연습 단계부터 연기자의 연기에 관여하고, 최종적으로 연기의 적
합성이나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기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
으며, 연출감독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여야 방송연기자의 연기는 비로소 방송프로그램
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방송연기자 중에는 배용준처럼 월드스타도 있고 김준호처럼 연예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도 있다. 그들도 연기라는 노무의 제공에서는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이다.
연기자노조처럼 직종별 노동조합은 원래 그 직종의 전문가들이 조직하는 노동조합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노무제공에 재량이 있고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논리
는, 근대 사회에 직종별 노조의 생성이라는 연혁을 무시하는 해석이며, 현대 사회가 여러
업무에서 점점 더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이다. 연기
자노조는 25년 넘게 KBS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연기료 등을 정해 왔으며,
3) 이 2014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리뷰로서, 박제성(2014), ｢캐디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리뷰 4월호, p.7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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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조로서 해결하고자 조력해 왔다. 유인촌처럼 연기자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도 있다. 이렇게 노조로서 전통이 있는 연기자노
조인데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자 노사관계의 실질이 달라져 이제는 ‘집
단적 노사관계’가 부인되어야 하는 변화가 있을 리 없다. 변화는 창구단일화 제도의 시행
을 빌미로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인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강화되는 사용자의 의식에
있다. 우리가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여러 우려
를 표명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상판결을 통해 방송연기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김홍영(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단체협약은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인가?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

【판결요지】
임단협이 참가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참가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
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는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요금징수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1. 3. 창
원시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2. 8. 창원시 내 공공시설 관리 등
25개 사업을 수행하는 창원시시설관리공단에 고용 승계되어 2013. 1.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자이다.
한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승계한, 2010. 12. 28. 창원시와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이 단협의 효력은 시에 소속된
조합원(창원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과 소속 무기계약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단체협약서 제2조), 임금협약에서 기본급의 400%의 상여금(분기별 임금지
급일), 기본급 120%의 명절휴가비(설 60%, 추석 60%), 월 120,000원의 교통보조비, 월
130,000원의 현장급식비, 월 80,000원의 가계보조비 지급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은 일반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주차요금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 4인에게 2011. 2. 8~2011. 12. 31.까지는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비, 현장급식비, 가계비를 지급하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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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012. 12. 31.까지는 전년도에 준하여 이를 지급한 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11. 1. 3.~2012. 12. 31.의 기간 동안 자신과 같이 주차요금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
급식비, 가계보조비 등을 자신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임을 주장하면서
2013. 6. 7.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 의해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
급된 상여금 등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
재한다는 점에는 큰 의문이 없다. 대법원에 따르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
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4)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자들은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주차요금징수업무
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방법, 작업조건, 업무난이도 등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점도 명확하다. 창원시시설공단은 2011~2012년에 걸쳐 상여금,
명절휴가비, 교통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비교대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여금 등을 미지급한 것에 대한 합리
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보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조 조합
원인지 아닌지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5) 그렇다면 단체협약이
4)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등.
5) 한편 2011. 2. 8~2011. 7.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는 주간근무만을 한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새
벽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등 근로형태가 달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상여
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현장급식비, 가계보조비를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용자
의 주장에 대해,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기간 동안에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대상판결은 이 사건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근무형태, 직위, 업무 난이도, 업
무량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무형태가 달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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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적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지노위와 대상판결의 결론은 엇갈렸다. 지노위는 합
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 반면(경남2013차별4), 대상판결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6)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즉 조합원인지 여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는가는 ‘차등조항(Differenzierungsklauseln)’이 허용될 수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차등조항’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독일
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조항의 유효성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차등조항’이란
비조합원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근로조건을 조합원에게는 보장토록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일컫는다. 그리고 차등조항은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또는 다른 노조에 소속된 조
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할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흔히 활용
된다.
차등조항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그 하나는 소위 ‘단순 차등
조항(einfache Differenzierungsklauseln)’으로 불리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의 조합원에게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단체협약에서 사용자
로 하여금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의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를 들 수 있다. 한편 차등조항의 또 다른 형태로는 소위 ‘특별 차등조항(besondere oder
qualifizierte Differenzierungsklauseln)’이라 부를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사용자로 하여금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근로조건을 비조합원 등에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협약배제조항(Tarifausschlussklauseln)’, 사용자로 하여금 비조합원
등에게도 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지만, 조합원과 일정 격차를
유지토록 하는 이른바 ‘격차조항(Abstandsklauseln oder Spannenklauseln)’이 여기에 해당
한다.
'차등조항'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단순 차등조항’은 사용자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할 가
능성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특별 차등
조항’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을 보장받길 원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조합원이 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7)

사정은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중노위 재심판정(중앙2013차별12)과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5. 8. 선고 2013구합62183 판결)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7) BAG v. 18. 3. 2009, NZA 20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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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
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상여금 등 일정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기는 하지만 비조
합원에게 이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의무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게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 여부에 따라 근로조
건의 일정한 격차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단체협약상의 규정은 유효한 것
일 수 없다. 또한 노사자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단체협약도 헌법 또는 노동법상의 기
본원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협약자치의 이름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정한 차별시정제도의 근본취지를 허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차별적 처
우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대상판결은 온당하다.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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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6. 선고 2013가합2298 판결 -

【판결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한국도로공사와 외주운영자 사이에 작성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
은 피고(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 또는 대상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권 행사로서
계약목적 달성에 충분한 정도로 특정되었다거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
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대가 산정방식, 사후 기성검사 방식 등에 비추어
그 기성금은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의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
피고가 각종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 관련 매뉴얼 등 원고들(외주업체에 소속돼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무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피고 지역본부는
업무처리에 관한 다양한 기준과 요령을 숙지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육․훈련시켰으며 원고
들을 직접 포상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에게 고용된 후 그 고용관
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사
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노무비용의 절감과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간접고용이 확
대일로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의 민주’와 ‘중간착취’를 배제하기 위하여 노동
법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며(근로기준법 제9조 참조), 간접고용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근로자의 노
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으로 한정된다. 그런데 사용자 측은 간접고용의
일종인 업무도급 또는 사내하도급은 ‘일의 완성’이나 ‘독립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
사업주(원청회사)와 수급사업주(하청회사)가 체결하는 민(상)법상 계약으로 파견법의 적
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주(하청회사)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파견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대상판결도 그러한
다툼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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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도급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파견대상 업
무, 파견기간 등을 위반하였다면 불법파견이 되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
용하였다면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금지업무는 즉시 직접
고용, 파견법 제6조의2). 따라서 노무이용관계가 ‘도급’인지 ‘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법리적용이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
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뜻한다(파견법 제2조). 따라서 근로
자파견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①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 ② 근로자파견
계약의 체결, ③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지휘․명령 관계 등 세 가지이다.
대법원은 파견법을 전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통해서 도급과 파견을 구분한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현행 파견법
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
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7076 판결 등
참조).
대상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분에 관한 대법원의 법리를 따르고 있지만, 두 가지 점에
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선, 수급사업주가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근로조건에 대한 결
정권 등 실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것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현
행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인 고용관
계의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관계는
파견사업주가 독립된 실체로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맺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이 위와 같은 정도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
계약이 파견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파견법
의 적용대상은 근로제공 형태가 ‘파견’인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용자를 특정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시한 것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다음은 도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독립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점이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목적 또는 대상이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권
행사로서 계약목적 달성에 충분한 정도로 특정되었다거나,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 업무라
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②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마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원고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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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③ 이 사건 외주운영자들 대부분은 통행료 수납업무
를 비롯한 피고 영업소 전반의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
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아 사업경영상의 위험
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은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수납업무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각종
단속 업무를 비롯한 영업 일반 업무, 영업 심사 업무, 피고 영업소 운영 업무, 전자지불
(IT) 영업운영 업무, 고객서비스 및 민원처리 업무,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결국 그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대법원(2011.7.1. 선고 2011두6097 판결)이 정립한 도급계약과 근로자파견
계약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따르면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그 목적 또는 대상’
으로 하는 계약은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에 있는 것이고 이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자
동차 조립 공정에서 사내하도급은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서울
중앙지방법원(2014.9.18. 선고 2010가합112481) 판결과 동일한 구조이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판례법리를 따르면, 예컨대 대형할인매장 등의 판매와 계산 업무의 도급은 ‘필
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로서 그 일의 시작과 끝을 특정할 수가 없어 독립된 업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노상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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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
그리고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 서울중앙지법 2015. 1. 16. 선고 2013가합508519 판결 -

【판결요지】

1.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의 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단체
협약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세칙 등 세부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상여
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회사가 상여금에 대하여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은 부가하면서도, 이른바 ‘재직자 요
건’은 부가하지 않기로 하는 특수한 상여금 제도를 설정한 것이 그 자체로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었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른 지급제외자규정을 둔 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하
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
4. A회사가 B회사, C회사의 사업 일부를 흡수합병하면서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가운데 B회
사의 기존 상여금지급규정이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A회사의 상여금 지급제외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들에게 현실적 규범력을 갖기 때문에 피합병된 B회사의 근로자들
에게 적용되는 상여금지급규정은 기존 B회사의 상여금지급규정이다.
5.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된 상여금 등 특정 항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청구에 응함으로써
기업 측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따른 당
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 결과 부담하게 된 재정
적 지출이라는 현상 자체를,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선할 만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신의칙 위배 주장의 충분 요건으로 삼기는
어렵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잘 해결되지 않
는 문제가 있었다. 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이 지급조건으로 부가되
어 있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판단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2015. 1. 16. 선고 2013가합
508519 판결(이하, 검토대상판결)을 통해 필자가 갖고 있던 고민을 공유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검토대상판결의 요지 각각은 각각의 논의를 끌어내기에 충
분한 쟁점들이지만, 이하에서는 주로 일정 근무일수 조건 및 퇴직자 일할계산조건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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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에 국한하여 검토한다.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조건1)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결근 등으로 개인
별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조건2)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산정하여 지급함.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 두 가지 조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 ‘고정성’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멀리 돌아 ‘고정성’이란, 이제는 하나의 노표(路標)가
된 대법원 2013. 12.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말하는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
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이 고정성을 갖춘 고정적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
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
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특
히 이 전원합의체 판결문에서는 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과 관련해 “예를 들어 근무일
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계산되
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
에 따르면, 위 조건1)과 같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만 결근 등으로 개인별 실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검토대상
판결도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한편 조건2)와 같이 퇴직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일할계산 후 지급하는 경우, 정기상여
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
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3. 12.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고민은 여기에 있다. 조건1)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정기상여금이,
조건2)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인가 아닌가? 검토대상판결은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다만 판결요지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건을 함께 두는 것이 ‘특수한 상여금 제도’로서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것은 학계의 조건1)에 대한 무효 주장을8)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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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조건들이 성립한다 할지라도 각각의 조건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논란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조건들이 동일 금품에 대하
여 병존하고 있을 경우 통상임금성 판단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대상판결은 조건1)이 유효한 이유에서 특히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의 정기상여금은 ‘포상적 성격’을 갖는다고도 보고 있다. 정기상여금이 포상적 성
격을 갖는다는 것은 정기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서 좌우된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논점은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아니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대상판결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은 갖추고 있지만 고정
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조건1)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이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법원은, 명시적으로 조건2) 자체를 문제 삼는 원고 또는 피고의
주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건2)에 대하여 통상임금성을 인정
하고 있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기초해 그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전제에 서 있
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동일한 금품이 어떤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었다가 어떤 경우
에는 통상임금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건대 검토대상판결이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했어
야 한다. 첫째 방향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었지만 조건1)이 부가되었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현재의 논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건2)의 경우에는
퇴직근로자에게 ‘은혜적’으로 지급한 임금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임금2분설
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록 많은 비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논리적 일관성은 갖출
수 있다. 둘째 방향은, 정기상여금의 성격을 ‘포상적’이라고 본 것에 기초하여 이것의 임
금성을 부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2)에 대해서도 임금성을 부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등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기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방향은,
상여금 지급세칙에 조건2)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여
지가 있는 가운데 조건1)은 그 무효성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8) 김기선(2014),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이다｣, 노동판례리뷰 4월호, 한국노
동연구원, p.79 이하; 김성진(2014),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서 임금지급기준의 효력｣, 노동법학 제
51호, 한국노동법학회, p.113 이하; 김홍영(2014),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재직자 조건, 일정 근
무일수 조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제37호,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p.31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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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검토대상판결의 사건에서 조건1)에 부가된 ‘15일 미만 출근’은 정기상여금
의 통상임금성을 다투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기에는 거의 무의미한 조건이다. 조건1)을
완전히 무효인 것으로 판결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조건1)의 고
정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검토대상판결이 아직 1심 법원의 판결이므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 않
을까 생각되는데, 검토대상판결을 통해 공유하고자 했던 필자의 고민이 다소나마 정리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검토대상판결에서 긍정적 의미로 주목했던 부분은 사용자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판결요지5 참조)이었는데, 지면관계상 이에 대한 의견은 접어두
기로 한다. 다만 검토대상판결의 전문 가운데 사용자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본 후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판단을 검토했던 필자의 마음이 미장이
의 비비송곳 같았다고만 말해 둔다.
박은정(인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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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현재 15.1%로 6,406천 명임.
－ 6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은 31.3%로 2014년 현재 2백만 명을 넘어섬.
○ OECD 회원국(2012년 기준)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
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
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1]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및 증가속도(2012년 기준)
(단위 : %)

자료 : http://stats.oecd.org

○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2011년 기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8.6%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는 스위
스(24.0%), 이스라엘(20.6%), 칠레(20.5%)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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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회원국의 은퇴연령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2011년 기준)
(단위 : %)

주 : 1) 상대적 빈곤율은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임. 일본은 2009년 기준임.
2) 우리나라는 은퇴연령인구 66세 이상임(2013년 기준 노인빈곤율 49.6%임).
자료 : http://stats.oecd.org
통계청, http://kosis.kr

[그림 3] OECD 회원국의 연금의 소득대체율(2012년 기준)
(단위 : %)

주 : 연금의 소득대체율(Net replacement rate)은 은퇴 전 개인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대체 수준을
의미함. 세후 기준임.
2012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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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2013년 74.0%로 나타나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밀집되어 있음.
○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의 소득대체율(2012년 기준)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1)
－ 이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70~80% 수준에 크게 밑도는 수준임.
○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
금의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노인빈곤의 문제는 더욱 부각될 것이
므로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1)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시스템이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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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
비로는 0.9% 증가
○ 2014년 12월 생산은 건설업에서 감소하였으나 서비
스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4.0%), 기타운송장
비(-9.9%), 영상음향통신(-13.7%) 등에서 감소하였
으나 자동차(4.4%), 기계장비(5.6%), 전기장비(10.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전월
대비로는 2.8%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8.8%), 보건․사회복
지(6.8%), 부동산․임대(6.9%)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여, 예술․스포츠․여가(-5.0%), 출판․
영상․방송통신․정보(-1.4%) 등에서는 감소했지
만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전월대비 보합).
○ 2014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함.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4.9%), 오
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3%), 화장품 등
비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늘어 전년동월대
비 4.5% 증가함(전월대비 2.2% 증가).
－ 설비투자는 자동차, 특수산업용기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함(전월대비 1.7%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동월
대비 3.2%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
대비 2.9% 감소, 전월대비로는 0.7% 증가
○ 2014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였
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6%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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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생활물가지수 0.3% 감소)
○ 201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7(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5% 상승하였
고 전년동월대비로는 0.8%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49.7%), 음
식․숙박(1.7%), 교육(1.7%), 의류․신발(2.2%)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9.2%)과
오락․문화(-0.7%)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7.30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전월대
비로는 0.2% 증가)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1.9

7.2

4.9

3.5

6.7

3.3

1.5

0.4

-0.1

6.8

3.8

2.7

0.2

3.3

0.3

-1.3

-1.5

18.1 11.6

7.7

7.2 10.8

6.7

4.9

2.3

광공업 생산

생산

p

2013

출하
내수
수출

연간 12월

p

p

p

1/4

2/4

3/4

4/4

연간 12월

2.1

-1.7

-0.7

0.0

-2.0

0.0

0.4

1.9

-1.8

-0.8

0.0

-2.2

-0.1

0.2

1.3

0.7

-2.3

-1.0 -0.2

-1.3

-0.2

1.7

-1.9

-1.1

-0.6

-2.8

-1.2 -0.4

-2.6

0.2

-0.2

1.8

3.9

2.3

-1.7

-0.6

0.1

0.3

-0.6

4.0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1.4

0.8

1.7

0.7

2.7

2.2

3.0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1.2

0.2

1.1

0.7

1.9

1.6

4.5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0.1 -15.4 -10.0 -4.7

5.1

4.6

13.8

3.0

2.4

2.2

1.6

1.2

1.4

1.1

1.3

1.2

1.0

1.3

0.8

물가

1.6

1.7

1.1

1.6

1.4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
(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1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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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11, 12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2), 2014년 12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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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취업자 347천 명 증가
○ 2015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09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4천 명(1.7%)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212천 명으로 163천 명(1.1%)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83
천 명으로 282천 명(2.7%) 증가하였음.
○ 2015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2.7%)은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여성(49.8%)은 전년동월대
비 0.8%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5년 1월 중 고용률은 58.7%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69.9%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1월 중 취업자는 25,10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7천 명(1.4%)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63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천 명(0.8%) 증가하
였고, 여성 취업자는 10,4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4천 명(2.3%)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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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중 실업자는 98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7천 명(10.8%)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5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천 명(9.5%) 증가, 여성 실업자는
4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 명(13.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으며, 여성은 3.7%로 전년
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4/4분기

1/4분기

26,078
( 2.2)

25,945
( 3.4)

율

61.7

경제활동인구
참

가

2014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5,650
( 3.0)

26,767
( 2.4)

26,810
( 2.4)

26,622
( 2.1)

26,270
( 2.1)

26,094
( 1.7)

61.3

60.6

63.1

63.0

62.4

61.5

61.0

24,913
( 3.0)

24,759
( 2.9)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384
( 1.7)

25,106
( 1.4)

1월

12월

1월

취

업

자

25,346
( 2.2)

고

용

률

60.0

58.8

58.5

60.8

60.9

60.4

59.4

58.7

실

업

자

733

1,031

891

977

884

854

886

988

률

2.8

4.0

3.5

3.7

3.3

3.2

3.4

3.8

비경제활동인구

16,167
(-0.6)

16,397
(-2.6)

16,654
(-1.9)

15,685
(-1.4)

15,760
(-1.4)

16,066
(-0.6)

16,458
(-0.5)

16,681
( 0.2)

실

업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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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68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 명(0.2%) 증
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71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천 명(1.4%) 증가하였고, 여
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9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천 명(-0.5%)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9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
은 1,81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9천 명(8.3%) 증가하였으며, 정규교육기관 재
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067천
명으로 129천 명(-3.1%) 감소함.

◈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제조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5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ㆍ숙박업
(165천 명, 2.8%), 제조업(142천 명, 3.3%),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124천 명,
1.4%), 건설업(70천명, 4.1%)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03천 명, -9.5%), 전기ㆍ운
수ㆍ통신ㆍ금융(-42천 명, -1.4%)에서는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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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4/4분기

1/4분기

25,346
( 2.2)

24,913
( 3.0)

농림어업

1,504
(-1.0)

제조업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4,759
( 2.9)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384
( 1.7)

25,106
( 1.4)

1,179
( 1.0)

1,086
( 4.5)

1,631
(-3.2)

1,603
(-7.0)

1,395
(-7.2)

1,072
(-8.1)

983
(-9.5)

4,245
( 1.2)

4,279
( 3.0)

4,280
( 2.2)

4,319
( 3.3)

4,346
( 4.7)

4,374
( 3.0)

4,406
( 3.3)

4,421
( 3.3)

건설업

1,783
(-0.5)

1,683
( 1.6)

1,688
( 1.1)

1,813
( 0.6)

1,833
( 3.2)

1,854
( 4.0)

1,838
( 4.7)

1,758
( 4.1)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751
( 2.6)

5,837
( 5.5)

5,855
( 4.4)

5,798
( 3.8)

5,930
( 4.9)

5,992
( 4.2)

6,033
( 4.0)

6,020
( 2.8)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8,994
( 3.6)

8,865
( 2.4)

8,766
( 2.7)

9,147
( 1.9)

9,176
( 2.1)

9,128
( 1.5)

9,000
( 1.2)

8,900
( 1.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4
( 1.9)

3,055
( 1.9)

3,067
( 2.4)

3,067
(-0.5)

3,026
(-2.5)

3,015
(-1.3)

3,025
(-1.4)

3,025
(-1.4)

전산업

1월

12월

1월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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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
○ 2015년 1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8,7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
비 459천 명(2.5%)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39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
명(-1.7%)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304천 명으로 353천 명(2.9%), 임시근로자는 4,898
천 명으로 141천 명(3.0%)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513천 명으로 35천 명(-2.3%)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그림 7
좌측 참조).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1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77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7천 명(5.8%),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6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8천 명(0.7%)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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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2013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4

4/4분기

1/4분기

25,346
( 2.2)

24,913
( 3.0)

비임금근로자

6,854
(-0.9)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2015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24,759
( 2.9)

25,790
( 1.8)

25,927
( 2.0)

25,767
( 1.7)

25,384
( 1.7)

25,106
( 1.4)

6,597
( 0.3)

6,503
( 0.5)

6,984
(-0.3)

7,047
( 0.0)

6,799
(-0.8)

6,506
(-0.6)

6,391
(-1.7)

5,618
(-0.9)

5,512
(-0.1)

5,460
( 0.1)

5,712
(-0.2)

5,760
( 0.3)

5,625
( 0.1)

5,468
(-0.1)

5,392
(-1.2)

1,236
(-0.8)

1,085
( 2.5)

1,043
( 2.1)

1,272
(-0.6)

1,287
(-1.7)

1,175
(-4.9)

1,038
(-3.3)

1,000
(-4.1)

18,492
( 3.4)

18,316
( 4.0)

18,256
( 3.8)

18,806
( 2.6)

18,880
( 2.8)

18,968
( 2.6)

18,878
( 2.5)

18,715
( 2.5)

상용근로자

11,925
( 5.6)

11,985
( 5.3)

11,952
( 5.8)

12,175
( 4.1)

12,181
( 2.8)

12,280
( 3.0)

12,310
( 3.1)

12,304
( 2.9)

임시근로자

4,935
( 0.0)

4,835
( 1.5)

4,757
(-0.7)

5,063
( 2.4)

5,153
( 4.6)

5,076
( 2.9)

5,001
( 2.7)

4,898
( 3.0)

일용근로자

1,631
(-2.1)

1,496
( 2.1)

1,548
( 3.4)

1,567
(-6.6)

1,546
(-2.5)

1,612
(-1.2)

1,567
(-2.4)

1,513
(-2.3)

36시간 미만

3,395
( 5.5)

3,593
(-35.4)

3,568
( 5.9)

3,397
(-29.5)

5,229
( 2.9)

3,659
( 7.8)

3,840
( 9.3)

3,775
( 5.8)

36시간 이상

21,636
( 1.7)

20,829
(15.1)

20,517
( 2.4)

22,090
( 9.3)

20,184
( 1.9)

21,779
( 0.7)

21,202
( 0.4)

20,655
( 0.7)

전체

임금근로자

1월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 60세 미만 전 연령에서 실업률 증가
○ 2015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 실업률은 60세 미만 전 연
령대에서 상승함.
－ 2015년 1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9.2%, 0.5%p), 30~39세(2.9%, 0.3%p),
40~49세(2.2%, 0.2%p), 50~59세(2.6%, 0.6%p)에서 상승하였고, 60세 이상(4.0%,
0.0%p)은 변동 없음.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3.7%)에서 0.1%p 하락한 반면, 고
졸(4.3%)과 대졸 이상(3.3%)에서는 각각 0.1%p, 0.6%p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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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4/4분기
733
(2.8)

15～29세

2014
1/4분기

1월

2/4분기

2015
1/4분기

3/4분기

4/4분기

886
(3.4)

988
(3.8)

12월

1월

1,031
(4.0)

891
(3.5)

977
(3.7)

844
(3.3)

854
(3.2)

328
(7.9)

419
(9.8)

372
(8.7)

399
(9.4)

371
(8.6)

350
(8.3)

381
(9.0)

395
(9.2)

30～39세

155
(2.6)

187
(3.2)

150
(2.6)

202
(3.4)

181
(3.0)

164
(2.8)

159
(2.7)

167
(2.9)

40～49세

114
(1.7)

155
(2.3)

133
(2.0)

167
(2.4)

145
(2.1)

146
(2.1)

149
(2.2)

145
(2.2)

50～59세

88
(1.5)

130
(2.2)

113
(2.0)

140
(2.3)

129
(2.1)

136
(2.2)

136
(2.3)

154
(2.6)

60세 이상

48
(1.4)

140
(4.4)

122
(4.0)

69
(1.9)

58
(1.5)

58
(1.6)

62
(1.8)

127
(4.0)

중졸 이하

84
(1.8)

173
(3.9)

164
(3.8)

108
(2.3)

95
(2.0)

96
(2.1)

108
(2.5)

154
(3.7)

고졸

335
(3.3)

443
(4.3)

431
(4.2)

427
(4.1)

414
(3.9)

381
(3.6)

398
(3.8)

457
(4.3)

대졸 이상

313
(2.8)

416
(3.7)

297
(2.7)

442
(3.8)

375
(3.3)

377
(3.3)

380
(3.3)

378
(3.3)

취업무경험 실업자

49

83

76

61

56

54

61

76

취업유경험 실업자

684

948

815

916

827

800

825

913

전체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5. 2), 2015년 1월 고용동향.

○ 2015년 1월 중 전체 실업자 98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7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거의 없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13천
명으로 98천 명 증가하였음.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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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1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5.4% 상승
○ 2014년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983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5.4% 상승함.
－ 2014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150천 원)은 초과급여(12.4%)와 특별급여
(14.6%)의 상승으로 전년동월 대비 4.9%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들어 3% 초반에 정
체되어 있음.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4

2011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임금총액

정액급여
상용
근로자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2,844

2012

2,995

2013

1∼11월

3,111

3,070

11월
2,831

1∼11월
3,333

11월
2,983

( 1.0)

(5.3)

(3.9)

(4.0)

(3.6)

(2.6)

(5.4)

3,019

3,178

3,299

3,252

3,003

3,333

3,150

(-0.9)

(5.3)

(3.8)

(4.0)

(3.6)

(2.5)

(4.9)

2,341

2,470

2,578

2,566

2,560

2,648

2,646

( 4.8)

(5.5)

(4.4)

(4.4)

(3.6)

(3.2)

(3.4)

179

181

184

183

182

201

205

(-8.4)

(1.0)

(1.7)

(1.4)

(0.4)

(9.3)

(12.4)

498

527

537

502

261

484

300

(-19.3)

(5.8)

(1.8)

(2.5)

(5.2)

(13.5)

(14.6)

1,215

1,293

1,377

1,375

1,314

1,384

1,368

(15.1)

(6.4)

(6.5)

(7.1)

(0.9)

(0.6)

(4.1)

104

106

108

107.6

107.8

109.1

108.8

( 4.0)

(2.2)

(1.2)

(1.3)

(1.2)

(1.3)

(1.0)

-2.9

3.1

2.6

2.7

2.3

1.2

4.4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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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1,368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은 3,333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70천 원) 대비 2.6% 상승에 그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333천 원)은 초과급여(9.3%)와 특별급여(13.5%)의 상승
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3.2%)의 상승폭 둔화로 전년동평균 대비 2.5%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는 2012년 이후 추세임.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384천 원)은 전년동평균 대비 0.6% 상승에 그침.
이는 전년동평균 대비 6.5%p 감소한 수치임.
○ 2014년 11월 실질임금은 4.4% 상승함.
－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4.4% 상승함.
2014년 실질임금상승률은 3월부터 5개월 연속 0%대였으나 11월 현재 명목임금상
승률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4.4% 상승함(그림 8 참조).
－ 2014년 1～11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전년 동평균 수준과 같은 반면
명목임금상승률 둔화폭이 커 실질임금 증가율은 1.2% 상승에 불과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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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4.1%
○ 2014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1%로 2013년 12월 인상률(3.5%)에
비해 0.6%p 상승함.
－ 2014년 1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82.5%로 전년동월(80.6%)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
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11월 모든 산업에서 임금 상승
○ 2014년 11월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
로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 2014년 11월 임금상승이 두드러졌던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8.2%), 금융 및 보험업(9.7%), 건설업(7.5%), 여가관련서비스업(7.4%), 전문․과
학 및 기술서비스업(7.4%)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11월 평균 임금은 광업, 출판․영상 및 방송통신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 2014년 1～11월 평균 임금이 하락한 산업은 광업(-2.6%)과 출판․영상․방송통신
서비스업(-0.8%)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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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4

2012

전산업

2013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2,995 ( 5.3)

3,111 ( 3.9) 3,070 ( 4.0) 2,831 ( 3.6) 3,149 ( 2.6)

2,983 ( 5.4)

광업

3,470 ( 4.9)

3,557 ( 2.5) 3,567 ( 2.2) 3,441 ( 0.2) 3,476 (-2.6)

3,521 ( 2.3)

제조업

3,221 ( 6.1)

3,371 ( 4.7) 3,311 ( 4.9) 2,971 ( 6.1) 3,444 ( 4.0)

3,154 ( 6.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 2.9) 5,231 ( 2.5) 4,382 ( 3.3) 5,384 ( 2.9)

5,178 (18.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 6.7)

2,743 ( 3.3) 2,707 ( 3.9) 2,637 ( 2.9) 2,783 ( 2.8)

2,733 ( 3.6)

건설업

2,273 ( 4.2)

2,414 ( 6.2) 2,403 ( 6.4) 2,314 ( 6.1) 2,484 ( 3.4)

2,487 ( 7.5)

도매 및 소매업

3,122 ( 6.1)

3,168 ( 1.5) 3,115 ( 1.7) 2,889 ( 0.3) 3,159 ( 1.4)

2,984 ( 3.3)

운수업

2,589 ( 8.2)

2,732 ( 5.5) 2,699 ( 5.5) 2,518 ( 0.7) 2,756 ( 2.1)

2,623 ( 4.1)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 5.2)

1,772 ( 1.9) 1,761 ( 1.9) 1,760 ( 6.8) 1,774 ( 0.8)

1,800 ( 2.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 4.3)

3,936 ( 2.2) 3,913 ( 2.4) 3,711 (-2.6) 3,882 (-0.8)

3,826 ( 3.1)

금융 및 보험업

4,988 ( 4.6)

5,058 ( 1.4) 4,997 ( 1.5) 4,549 ( 1.4) 5,150 ( 3.1)

4,988 ( 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 8.8)

2,269 ( 3.4) 2,244 ( 3.6) 2,188 ( 5.6) 2,298 ( 2.4)

2,267 ( 3.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 6.3)

4,243 ( 3.2) 4,153 ( 3.5) 3,797 ( 3.5) 4,341 ( 4.5)

4,078 ( 7.4)

사업서비스업

1,789 ( 5.3)

1,883 ( 5.2) 1,871 ( 5.5) 1,862 ( 5.8) 1,907 ( 2.0)

1,909 ( 2.6)

교육서비스업

3,123 ( 4.6)

3,261 ( 4.4) 3,276 ( 4.8) 2,951 ( 2.7) 3,388 ( 3.4)

3,147 ( 6.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 4.7)

2,662 ( 2.0) 2,651 ( 2.3) 2,478 (-2.2) 2,670 ( 0.7)

2,636 ( 6.4)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 3.8)

2,326 ( 5.2) 2,287 ( 5.8) 2,123 ( 3.4) 2,361 ( 3.2)

2,281 ( 7.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 2.0)

2,226 (-0.1) 2,203 (-0.1) 2,064 (-2.0) 2,222 ( 0.9)

2,149 ( 4.1)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1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이외 모든 산업에서 전년 동평균 대비 임금이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5%), 제조업(4.0%), 건설
업(3.4%), 교육서비스업(3.4%), 금융 및 보험업(3.1%)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1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4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하였고, 대
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 상승폭이 큼.
－ 2014년 11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881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상승에 그침. 이는 초과급여(13.5%)와 특별급여(13.0%)가 상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 상승폭 둔화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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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4
2012

전 규모
(5인 이상)

5～299인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상용임금총액

3,178 ( 5.3)

3,299 ( 3.8)

3,252( 3.6)

3,003( 4.0)

3,333( 2.5)

3,150( 4.9)

정액급여

2,470 ( 5.5)

2,578 ( 4.4)

2,567( 3.6)

2,560( 4.4)

2,648( 3.2)

2,646( 3.4)

초과급여

181 ( 1.0)

184 ( 1.7)

184( 0.4)

182( 1.4)

201( 9.3)

205(12.4)

특별급여

527 ( 5.8)

537 ( 1.8)

527( 5.2)

261( 2.5)

484(-3.5)

300(14.6)

비상용임금총액

1,293 ( 6.4)

1,377 ( 6.5)

1,382( 0.9)

1,314( 7.1)

1,384( 0.6)

1,368( 4.1)

상용임금총액

2,834 ( 5.9)

2,938 ( 3.7)

2,919( 3.0)

2,760( 3.8)

2,973( 2.4)

2,881( 4.4)

정액급여

2,333 ( 5.9)

2,433 ( 4.3)

2,424( 3.7)

2,418( 4.3)

2,494( 2.9)

2,495( 3.2)

초과급여

156 ( 3.5)

160 ( 3.0)

160(-0.7)

153( 3.1)

172( 7.5)

174(13.5)

특별급여

300인
이상

2013

345 ( 7.7)

345 (-0.3)

334(-2.0)

188( 0.4)

307(-4.0)

212(13.0)

비상용임금총액

1,301 ( 7.0)

1,392 ( 7.0)

1,397( 0.6)

1,324( 7.6)

1,387(-0.2)

1,378( 4.1)

상용임금총액

4,424 ( 3.5)

4,583 ( 3.6)

4,555( 5.1)

3,879( 3.8)

4,736( 5.5)

4,267(10.0)

정액급여

2,965 ( 4.3)

3,093 ( 4.3)

3,075( 3.6)

3,068( 4.4)

3,251( 5.7)

3,274( 6.7)

초과급여

275 (-3.9)

270 (-1.6)

266( 2.7)

285(-2.7)

313(16.7)

331(16.2)

특별급여

1,185 ( 3.4)

1,220 ( 3.0)

1,213(16.4)

525( 3.6)

1,173( 2.1)

662(26.0)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22( 4.3)

1,209( 1.9)

1,354(10.9)

1,271( 5.1)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6.7%)는 물론 초과급여
(16.2%), 특별급여(26.0%) 모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0.0% 상승함.
○ 2014년 11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도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함.
－ 2014년 11월 기준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1,271천 원)은 전년
동월대비 5.1%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
(1,378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둔화됨.
○ 2014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2,973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2.4% 상승에 불과함. 이는 특별급여(-4.0%)의 하락과 정액급여의 상승폭 둔
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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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 천 원)

주 : 1～11월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36천 원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됨(5.5%). 이는 초과급여의 상승(16.7%)과 더불어 정액급여의 상승폭 확
대에 기인함.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 동평균 대비 0.2%
하락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0.9% 상승함.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21일→20일)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함.
－ 2014년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9.0시간)은 전년동월(175.4
시간)에 비해 6.4시간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였고, 비상
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도 112.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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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1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1.1%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0.6시간으로 전
년동평균(172.5시간)에 비해 1.9시간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전년 동평균 대비 0.9% 감소한 176.2시간을 기록함.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4.9% 감소한 116.7시간을 기록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천 원, %)
2014

2012

전체근로시간

2013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174.3 (-1.1)

172.6 (-1.0)

172.5 (-1.5)

175.4 (-3.8)

170.6 (-1.1)

169.0 (-3.6)

상용총근로시간

179.9 (-1.2)

178.1 (-1.0)

177.8 (-1.6)

181.9 (-3.6)

176.2 (-0.9)

174.8 (-3.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 (-0.8)

165.6 (-1.0)

165.4 (-1.5)

169.5 (-3.9)

163.3 (-1.3)

162.1 (-4.4)

12.8 (-5.9)

12.5 (-2.3)

12.4 (-3.1)

12.4 ( 0.0)

12.9 ( 4.0)

12.7 ( 2.4)

122.3 (-0.2)

122.5 ( 0.2)

122.7 ( 0.6)

118.1 (-7.9)

116.7 (-4.9)

112.7 (-4.6)

상용초과근로시간
비상용근로시간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광업(-6.2%), 건설업(-5.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5.0%) 등에서 크게 감소함.
○ 2014년 1～11 평균 근로시간은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을 제외하고 대
부분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11월 평균 교육서비스업(0.8%), 금융 및 보험업(0.1%), 제조업(0.0%) 부
문에서만 근로시간이 증가함.
－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3.3%), 운수업(-2.9%),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6%)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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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4

2012

전산업

2013

1～11월
평균

11월

1～11월
평균

11월

174.3 (-1.1) 172.6 (-1.0) 172.5(-1.5) 175.4(-3.8) 170.6(-1.1)

169.0(-3.6)

광업

185.3 (-0.9) 180.6 (-2.5) 180.3(-3.1) 188.9(-0.4) 178.5(-1.0)

177.1(-6.2)

제조업

186.4 (-2.2) 185.0 (-0.8) 184.6(-1.3) 190.4(-3.0) 184.6( 0.0)

183.1(-3.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 (-0.9) 173.4 (-1.2) 173.6(-1.4) 177.7(-4.5) 169.9(-2.1)

173.8(-2.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 (-0.8) 182.0 (-1.5) 182.0(-1.8) 182.2(-5.0) 177.3(-2.6)

173.4(-4.8)

건설업

152.5 (-0.9) 152.7 ( 0.1) 152.9( 0.2) 153.1(-5.7) 147.9(-3.3)

145.0(-5.3)

도매 및 소매업

174.5 (-0.3) 173.4 (-0.6) 173.1(-1.2) 177.2(-3.8) 171.4(-1.0)

169.3(-4.5)

운수업

181.7 ( 0.1) 177.8 (-2.1) 177.5(-2.7) 180.0(-3.2) 172.4(-2.9)

171.1(-4.9)

숙박 및 음식점업

186.6 ( 0.2) 177.3 (-5.0) 176.8(-5.5) 183.7( 0.2) 174.4(-1.4)

175.7(-4.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 (-0.4) 163.0 (-0.5) 162.8(-1.3) 165.5(-4.9) 161.3(-0.9)

157.2(-5.0)

금융 및 보험업

163.4 (-0.1) 162.7 (-0.4) 162.4(-1.3) 165.9(-4.0) 162.6( 0.1)

160.0(-3.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 (-0.4) 191.5 (-1.0) 191.5(-1.4) 191.9(-2.9) 189.3(-1.1)

189.7(-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 (-0.5) 163.9 (-0.8) 163.8(-1.6) 168.7(-4.1) 162.4(-0.9)

161.8(-4.1)

사업서비스업

173.1 ( 0.6) 172.3 (-0.5) 172.1(-1.1) 176.2(-1.9) 171.1(-0.6)

169.6(-3.7)

교육서비스업

151.1 (-1.2) 150.6 (-0.3) 150.1(-1.5) 151.5(-4.1) 151.3( 0.8)

147.4(-2.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 ( 0.7) 172.0 (-1.6) 172.1(-1.9) 172.3(-5.1) 168.7(-2.0)

167.6(-2.7)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 ( 0.6) 158.0 (-0.1) 157.9(-0.3) 160.9(-1.8) 158.3( 0.3)

157.3(-2.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 (-2.7) 167.5 (-0.8) 167.5(-1.1) 163.4(-5.0) 162.3(-3.1)

159.5(-2.4)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1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1월 근로시간은 중소규모․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
○ 2014년 11월 평균 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한 169.7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5.2% 감소한
166.0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4.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1%, 30～
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 100~299인 사업
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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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기간평균(1~11월) 근로시간 추이
(단위 : 시간)

주 :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2014년 1～11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
소함.
－ 5~299인 중소규모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2%
감소한 171.1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한 168.4
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2014년 1～11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65.9시
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9%,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4시간으로 전
년동평균대비 1.1%,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4.7시간으로 전년동평균
대비 1.0%,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8% 감소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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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60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70건)보다 10건 낮은 수
치임.
○ 지난 1월 조정성립률 61.1%
－ 지난 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7.8%에 비해 3.3% 높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감소와 조정성립률의 상승를 통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들
의 감소를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4년, 2015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2015. 1

60

2014. 1

70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12

1

8

15

61.1

19

2

3

20

57.8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45

22

11

11

14

2

50

26

9

17

19

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54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57건)보다 3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58.3%(21건), 기각․각하․
취하비율이 41.7%(15건)를 차지함.
<표 12> 2014년, 2015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처리내역

접수
건수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1

54

36

21

0

7

0

8

0

18

2014. 1

57

25

12

0

3

2

8

0

3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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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노조, 통상임금 소송 승소
○ 현대중공업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상여금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발생한 각종 수당 인상분도 지급하
라고 판결함.
－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지난달 12일 “노조가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정
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
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함.
－ 또한 결근을 하거나 징계를 받으면 통상임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감률규정(급여세칙)에 대해 “명칭과 내용대로 감액에 관한 규정일 뿐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 재판부는 노조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현대중공업이 2014년 적
자를 기록했지만 노조가 소송을 제기했던 2012년 12월 당시는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았기에 “현대중공업 사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라 발생한 연장․휴일
근로수당 인상분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판결 이후, 한국경총은 “종전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인정하면서 회사 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
다”며 “법원이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함.
－ 반면에 한국노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울산지법 판결을 환영하
고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판결
이 복잡하게 왜곡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계기
가 되길 바란다”고 밝힘.

◈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개혁 기초제시안에 쟁의행위 결의
○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6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밝힌 정부
기초제시안의 내용을 공개함.
－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재직자는 2016년부터
1.5%로, 신규공무원은 1.0%로 낮아지며, 기여금 납부 기간은 현재 33년이지만 기
초제시안에는 33년이 지나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 퇴직 후 일정금액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공무원연금액의 최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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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급해 왔으나 기초제시안에는 선거직․공공기관․민간기업에 재취업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전직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
이 담김.
－ 인사혁신처는 전날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인사혁
신처장이 설명한 내용은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정
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자체적으로 준
비한 회의용 초안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함.
○ 전국공무원노조는 정기전국대의원회를 열고 최근 윤곽이 드러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즉각적인 총파업에 나선다
고 밝힘.
－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인사혁신처
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으나, 새누리당 안에 비해 퇴직금이 줄고, 퇴직 공무원이 일정 소득 이상
을 올릴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노조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별개로 활동기구를 구성함.
－ 대의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
고, 4월 25일 10만 명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공적연금 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 한 노조관계자는 “정부는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기초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하
지만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일어날 파장에 대비해 미리 파업을 결의한 것”이라며
“범국민운동본부에 여러 외부단체가 참여할 예정인데, 공동투쟁본부와 어떻게 차
별화된 활동을 이어 갈지는 지금부터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 민주노총, 4월 총파업 결의
○ 지난달 12일 민주노총은 재적대의원 1천1명 중 6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대
의원회의에서 4월 총파업과 이를 위한 투쟁기금 80억 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킴.
－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같
은 재벌 살리기 정책이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을 부르고 있고, 민주노총은 마땅히
투쟁의 길목을 열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성난 민심을 등에 업고 선제적인 4월
총파업으로 승리의 길을 향해 진격하자”고 호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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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방침이 포함된 올해 사업계획은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 끝에 가결됐으며,
민주노총은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정부
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
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총파업 4대 목표로 정함.
－ 통상 산하 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상 투쟁이 집중되는 6~7월이 아닌 4월을 파
업 시점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2단계 공공기
관 정상화 대책,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등 정부와 자본의 공세가 4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쟁전선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4월 단
기 총파업만으로 정부와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기 어려운 만큼 상반기 내내 투쟁
의 파고를 유지․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민주노총은 정치파업과 조기 임단협 투쟁을 결합한 형태로 총파업을 전개
하며 집회 중심 하루파업이 아니라 파업 일정과 규모를 점차 늘려 가는 파상파업
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노조법에 규정된 파업의 목적과 절차에서 벗어난 정치파
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불법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임.
－ 파업에 소용되는 비용은 특별기금을 조성해 조합비 납부자 기준으로 66만 명의
조합원들에게 1만 원 이상 기금을 걷어 8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총파업에 따르는 희생자 구제기금을 확보하고, 조합원 대상 선전사업
과 국민 대상 홍보사업 비용으로 쓸 방침임.

◈ 금호타이어, 근로자 ‘도급 반대’ 분신
○ 노동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추진해 온 업무 도급화에 반대해 온 금속노조 금호타
이어지회 곡성공장 대의원이 공장 본관 앞에서 불에 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
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함.
－ 고인의 차량에서는 “제가 죽는다 해서 노동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만 우리 금타
(금호타이어)만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
었고, 고인이 직접 작성해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은 ‘도급화 결사저지를 위한 조합
원 서명 결의서’도 발견되었음.
－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 돌입 당시 노사합의에 따라 597개 직무 가운데
87%에 달하는 521개 직무를 도급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워크아웃이 종료된 뒤에
도 업무 도급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급 전환 대상 업무 노동자들은
지난달부터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천막농성과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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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전환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음.
－ 지회가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워크아웃이 종료됐으니 추가 도급 전환을 중단하
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지회는 지난달 3일 광주
지법에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음.
－ 지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이윤에 눈
먼 금호타이어의 탐욕이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회사는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추가 업무도급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함.

◈ 한국지엠 노사, 비정규직 해고 위기
○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사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시장 철수에 따른 물량감소에 대응
하기 위해 현행 주간연속 2교대제인 근무형태를 1교대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 노동계에 따르면 군산공장 노사는 지난달 10일 “군산공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간연속 2교대제를) 1교대로 전환하고 시간당 생산대수(JPH)를 48대로 변
경해 운영한다”고 밝힘.
－ 노사는 교대제 축소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대상 배
치전환을 실시하고, 아웃소싱했던 일감을 공장 안으로 되돌리는 인소싱을 추진하
여 총 210개의 일자리를 보전하기로 함.
－ 이와 함께 노사는 1교대 전환 뒤 품질 향상과 생산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월 5
시간 상당의 OT수당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포함되지 않음.
－ 일감 축소로 공장 내부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이고 공장 밖 아웃소싱 부문에 종
사하던 노동자들의 고용이 동시에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660여 명의 사내하
청 비정규직이 해고될 것으로 우려됨.

◈ 삼성테크윈, 한화 매각에 노조 간 갈등
○ 한화그룹에 대한 회사 매각을 둘러싼 창원 삼성테크윈의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
데, 복수노조의 한쪽이 매각을 용인하는 교섭안을 작성해 협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
이자 다른 노조가 반발하면서 노사간에서 노노간으로 갈등이 확산됨.
－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는 최근 삼성테크윈 기업노조가 ‘지회 단체 협약안 우
선 교섭 요구안에 반영 안내 및 우선 교섭 요구안 설명 자료 배포의 건’이라는 공
문을 보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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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테크윈 지회에 따르면 기업노조의 교섭안에는 ‘회사는 매각과 관련해 발생하
는 강제적 지위 박탈 등 변화에 대해 조합의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매
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김.
－ 또한 ‘회사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고용을 보장하고 회사 사정으로
해고자가 발생하면 통상임금 3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음.
○ 금속노조 지회는 “기업노조의 교섭안은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 금속노조 지회 관계자는 “이 교섭안은 노조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면 당장 매
각을 허용하고, 매각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로금 지급을 명분으로 추가
해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노조의 교섭안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고 밝힘.
－ 이어서 관계자는 “기업노조 측은 출범 당시 매각 철회 혹은 매각 무효만이 유일
한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는데 두 달도 안 돼 태도를 바꾼 저의를 알 수 없다”
고 말함.
－ 기업노조가 우선교섭 노조 지위를 갖고 있지만 조합원이 1,600명으로 전체 조합
원 4,7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의사와 배치되는 교섭 요구
안을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는 게 금속노조 지회의
판단이며, 금속노조 지회는 매각 철회 요구집회 개최 등 회사와 기업노조의 매각
움직임에 적극 대처할 방침임.

◈ 고용노동부, 묵시적 근로계약 판정
○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 동
일지부․두성지부가 제기한 위장도급․불법파견 사건에서 “동양시멘트는 직접고용
을 체결하라”고 통보하면서 위장도급 진정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함.
－ 동양시멘트 협력업체인 동일(주)과 (유)두성기업은 동양시멘트 제품 제조를 위해
석회암 채굴․운반과 상품 포장․출하를 담당하는 형식상 도급업체로,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가 협력업체 운영 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직접고용
한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6월(동일)과 7월(두성)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
기함.
－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주장이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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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두 업체는 외형상 동양시멘트의 독립 업체이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원청
이 주요하게 개입한 사실, ∆오랜 기간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생산시설과 장비를 원청과 공유한 사실에도 주목함.
○ 이후 동일(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장도급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 110명에
게 해고를 통보함.
－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 동일지부는 “동일은 지부와의 교섭석상
에서 ‘노동부에 낸 위장도급․불법파견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동양시멘트와 동일이 한 달
에 한 번씩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지부를 압박했다”고 비판함.
－ 지부는 “하청업체 사장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동양시멘트가 우리를 고용한 진
짜사장이라는 사실이 노동부 위장도급 판정으로 확인됐다”며 동양시멘트를 상대
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기로 함.
○ 동양시멘트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무시하고
사내하청업체 도급계약을 해지해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추가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이 동양시멘트와 사내하청 노동자 사
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판정한 것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노무관
리부서 역할만 했다는 뜻이며, 처음부터 파견근로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적용해 ‘직접고용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수 없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 상습적 임금체불 처벌 강화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피
해노동자는 29만 3,000명으로 2013년보다 9.8% 증가했고, 체불금액은 1조 3,195억 원
으로 2013년보다 10.6% 늘었음.
－ 고용노동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의 영향이 음식숙박업 같은
영세자영업에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에서
도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고 분석함.
○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만큼의 부가금(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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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보상받을 길이 열렸으나 부가금
을 청구하려면 연간 4개월 이상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했거나 미지급 임
금이 통상임금 4개월분 이상이어야 함.
－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임금을 상습 체불하면 국가, 자치단체, 공공
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 때 체불 자료가 공개돼 불리해짐.
－ 또한 퇴직․사망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
연 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
자율을, 재직근로자는 임금 체불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을 적용함.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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