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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임금의 범위 확대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

가산되어 최대 160%의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

함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제조업 평균 근로자의 임금구조와 근로시간을 살펴

노동정책 이슈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임금 상승을

본 결과, 정기상여금의 50%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증가가 휴일

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현재 수준 대비 약 12.5%

근로 및 연장근로의 중복 적용과 겹칠 경우 우리나라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

산업의 임금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

만약 현재의 논의처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산입

한 임금은 현재 대비 무려 32.1%나 증가하게 된다. 동

되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

일한 근로자가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근무할 경우,

로 할증임금과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

휴일근로 1일당 현재 우리나라 휴일임금 대비 55.8%

야 한다면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일(100%),

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에도 우리나

해당 근로의 대가(100%), 휴일근로 할증임금(50%), 연

라 근로자는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휴

장근로 할증임금(50%) 등 총 평일근로 대비 300%의

일임금의 약 1.8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증임금이 중복 적용된다면 추가적인 임금경쟁력 하락

일 경우에는 350%까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일본은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가 그날의 법

이처럼 임금 상승폭이 커지는 이유는 통상임금이 증

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일근로 할증임

가한 영향이 각종 할증임금의 증가로 나타나고, 여기

금(35%)만 지급하면 충분하고, 휴일근로가 야간근로

에 더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 지급되

에 해당할 경우에만 야간근로 할증임금(25%)이 중복

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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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은 이제 곧 현실화될

력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생산성

것이다. 금융위기 이전 우리나라 노동소득은 생산에

향상을 통해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당장 흡

기여한 정도나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증

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정대타협 방식

가하여 임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으로 할증임금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임금인상을

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휴일근로의

자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장근로 산입 등이 중첩될 경우 우리나라 임금경쟁

1. 최근 주요 노동정책 이슈와 임금경쟁력

- 그 외, 정년연장 및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 최근 논의되는 대부분의 노동정책 이슈는 임금
상승과 직결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임금경쟁력 하락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

이 우려됨.

고 있는 주요 노동정책 이슈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
한 임금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임

○2013.4.30일 처리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금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고용촉진법상 60세 정년연장으로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임금부담 증가가 예정되어 있음(2016.1.1일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모든

시행 예정).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제부터 임금인상 등

○또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대한 대법원의 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결에 따라 중복적 할증임금 지급에 의한 추가적 임금

○고용노동부는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상승 가능성도 있음.

에서 제외되고, 3년 소급적용도 신의칙 원칙에 따라

- 또한,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할증임금의 증가를 통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 확

해 임금상승이 증폭되는 상황이므로 기업의 임금경

대에 대한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쟁력 하락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음.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
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논쟁은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에도 불구하고 정

따라 궁극적으로 각종 할증임금의 증가를 초래하고

기상여금을 일할지급하고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이것이 평균 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전체 임금의 상승

기업은 상당수

으로 이어질 전망임.

○또한,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시 기본

○또한 휴일근로가 1주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휴

적으로 3년치 임금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구하기로 함.

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할증임금과 연장근로 할

○따라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급증 문

증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기간 중 주요 이슈로 등장할

할증임금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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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 방향은 그간의 해석과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3년치 소급분을

관행에 비추어 기존의 규율 체계와 매우 큰 차이를

제외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라

가져오는 것이고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에 한일 간

임금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제도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검토하고자 함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상승이 예상됨1).

-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 관련 법개정은 곧 이루
어질 전망

- 최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파악하여 가산수당이

○고용노동부는 연장·휴일근로 단축 관련 법개정과 통

중복하여 지급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통상임

상임금 관련법의 국회통과가 4월까지 이루어지기를

금 범위 확대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이 증폭될 가능

바라는 상황

성 있음.

○특히 2014.2.14일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정치권인 국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도록 하여 휴일근로 시

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소위원회의를 소집하여

휴일근로 수당은 물론 연장근로 수당이 중복하여 지

이를 직접 다루기로 결정하면서 조만간 입법화될 것

급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점점 많이 출현하기

으로 전망됨.

시작하였음.

-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은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도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가진 경
쟁국가의 사례와 비교가 필요함.
1) 경총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1년치 비용 증가액만
8조 8600억 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할 경우 13조 7500억 원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국경총(2013),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
대 시 경제학적 영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은 정기상여금의 통
상임금 산입으로 1년간 증가하는 노동비용을 4조 555억 원으로
추정(정진호(2013.5.28),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
석-임금/노동비용 변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한국고용노
사관계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유경준(2013)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임금총액 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제
조업과 운수업은 임금총액이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 또
한 상대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낮은 서비스업종에서도 병원의 경
우 임금총액 증가율이 14.2%로 분석되고, 특히 제조업과 운수업
종에서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정기상여금 및 법정수당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를 가진 기업의 경우 각각 21.6%, 21.9%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조선일보, 2013.12.21일자, “통상임금 영향 편차 커…
제조·운수업 12%(임금총액 증가율) 늘고, 서비스업 1~3%뿐” 기
사 참조.); 조준모·이상희(2013)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에 따른 제조업 인건비 증가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인건비 증가
율은 5.78%인 것으로 추정. 구체적으로 철강 8.05%, 자동차
7.50%, 조선 5.59%, 전자 5.10% 증가(조준모·이상희(2013), 통
상임금 소송에 관한 법경제학적 이해, 법문사)

○특히 우리나라 최근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는 우리와
매우 흡사한 일본의 노동제도 내지 노동관행 사례와
비교할 때,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로 될 가능
성이 높아 한·일 간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
가 필요

2. 한·일 간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 할증체계 비교
1)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노동 비용 증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주요 노동정책 이슈에
수반되는 중첩적인 임금상승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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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일본 노동기준법 제37조)에
서 거의 동일.

되는 추가 비용이 약 7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해 년도 추가임금이 1조 9

- 다만, 한일 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서 일본은 명문

천억 원, 3년치 소급분이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

의 규정으로 이를 규율하여 왔고, 우리나라는 해석

로 추정하고, 이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담분이 5

으로서 이를 규율하여 왔음.

조 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함.2)

○일본 노동기준법은 할증임금(가산임금) 계산의 기초
가 되는 임금에서 ①가족수당, ②통근수당 기타 후생

2) 한·일 간 통상임금 범위 비교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임금은 명시적으로 제외(일본 노
기법 제37조제5항)하고 있음.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임금 관련 규정은 우리나라 근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제외토록 정한 것은 ③별거수

로기준법과 거의 흡사한 형식적 체계를 가졌으나 통

당, ④자녀교육수당, ⑤주택수당, ⑥임시로 지급된 임

상임금 범위에 대한 해석 관행은 차이를 보였음.

금, ⑦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 등임(노
기법시행규칙 제21조).3)

- 한국과 일본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을 통상임금(한국) 내지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의

근로일의 임금(일본, 이하 “통상임금”이라 함)을 기

산입범위에서 특별히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통상임금 관련 법형식(우

없으나, 행정해석4)을 통해 가족수당, 통근수당, 교육
수당, 사택수당,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1개월을 넘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해

2)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총, 휴일근로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탄
원서(2014.2.17)

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실상 일본노동기준법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여 왔음.

3) 보다 자세히는 조준모·이상희(2013), 법문사, 246쪽 이하 참조.
4)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개정 2012.9.25,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
3조제1항

[표 1] 한·일 간 통상임금 관련 제도 및 해석 비교
구분

한국
산입제외 규정 없음

통상임금
산입범위

*종전 행정해석은
일본 제도 및 해석과
유사하였지만, 판례는
대부분의 수당을 산입함

일본
가족수당, 통근수당(법률),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99년 추가)
(규칙) 등을 산입에서 제외
*근로와 직접 관계가 없는 수당이기 때문임
임시로 지급된 임금(규칙),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규칙) 등
을 산입에서 제외
*1월 이내 정기일 지급원칙을 넘는 계산의 복잡성 때문임

* 출처: 이상희(2013.6), “통상임금 판례변화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한국경제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법경제학적 연구, 		
한국법경제학회 하계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84쪽 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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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통상임금 지급범위가 넓어졌

- 그런데 최근 상당수 하급심 판례에서 휴일근로와

기 때문에 적어도 법형식 및 해석의 측면에서 일본

연장근로를 중복 적용하는 사례가 등장함.

에 비하여 임금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를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

있음.

으로 휴일근로를 포함해서 실제근로를 제공한 모든

○1996년부터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체
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5)

시간을 의미하고, 근로기준법상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등도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제50조1항)에서 1주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

는 역일상 7일, 즉 연속하는 7일로 이해하는 것이란 해
석이 나옴.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6)를 통해 1개월을 넘어 지급

○따라서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

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
시함으로써 제도적 임금상승 요인이 일본보다 커짐.

을 초과한 경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초과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에는 휴일근로
할증임금과 연장근로 할증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3) 한일 간 휴일근로 할증임금 적용체계 비교

한다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음.8)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

○이 경우,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이미 1주간 40시간을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제56

초과한 후 추가로 이루어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조) 최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

유급휴일(100%) + 해당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

로 및 휴일근로 할증을 중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등

로 할증임금(50%) + 연장근로 할증임금(50%) = 총

장함.

300%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50%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됨.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
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그간 판례와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기준 이내인 8시간의 경우에는 휴일근
로 가산수당을,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
일근로 가산수당과 초과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
당이 지급되면 충분한 것으로 규율하여 왔음.7)
5) 대법원 1996.2.9선고 94다19501 판결.
6) 대법원 2013.12.18, 2012다89399.2012다94643 판결.
7) 대법원 1989.11.28, 89다카1145 판결.; 대법원 1991.3.22, 90다
6545 판결.; 근기 01254-1099, 1993.5.31.
8) 대구지법 2013.9.4 선고 2012나61504 판결.; 서울고법 2012.11.9.
선고 2010나50290, 2012.11.9 판결.; 대구고법 2012.5.31 선고
2011나440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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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다른 하급심 판례에서는 우리 근로기준

○연장근로 협정(시간외근로 협정)에서 주휴일(법정 휴

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

일)에 행한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합의된 연장근로시

후 지금까지의 노동관행(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추인

간의 경우 주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의 한도에 포함하

할 수 있는 사정임) 등에 비추면 우리 입법자는 근로

지 않는 것으로 해석10)

기준법 제50조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 규정을 근

○즉,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는 초과근로는 법정근

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주휴일(법정 휴

는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

일) 근로의 시간 수는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임.11)

다는 판단을 보이기도 하고 있음.9)
- 일본 노동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외근로) 또는 야

○동 판례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인용하자면, 첫째,

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할증임금은 25%이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 내용에 의하면 법정근로시간

상(1개월에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50% 이상), 휴일에 대해서는 35% 이상으로 되어 있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따로 보호

음(일본 노동기준법 제37조1항).

하고 있는 점, 둘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이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할증

근로(주 40시간 이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

임금은 50% 이상(그중 1개월에 60시간을 초과하는 근

점 등에 비추어 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로에 대하여는 75% 이상)이지만, 휴일근로가 8시간을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휴일은 제외됨.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한 35% 이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만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12)되고 있음.13)

□일본도 특별히 휴일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즉, 휴일근로가 그날의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

규정되고 있어(제37조1항), 우리 근로기준법과 형식

더라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각각의 할증임금

이 같으나 할증률이 낮고 중복적용에는 제한적임.

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할증임금(35%)만
지급하면 충분하고,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

- 우리 근로기준법과 같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

우에만 야간근로 할증임금(25%)이 중복 가산된다는

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에 따

것임.

라 행정해석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만 심야라는 특별한 환경에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

대한 보호로 가산되고 있으며, 휴일근로 당일의 연장

해서는 휴일근로 할증임금만 지급하면 충분한 것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할증임금이

로 규율하여 오고 있음.

중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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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범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할증임금은 획일적으로 연장,

부,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방식 및 유급주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50% 이상 각각 중복하여 지

휴일 여부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임금경쟁력이

급되도록 되어 있음.

떨어지는 규율 방식을 보여주고 있음.

-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중복이 가능한 할증임금 경
우의 수가 최대 100%~150%로 되어 있지만, 일본의

- 나아가, 일본 노동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우리 근

경우에는 할증임금률이 최대 60%~75%로 되어 있

로기준법과 같은 유급주휴일이 아님.

으므로 한일 간 임금경쟁력은 이미 할증임금 지급

- 이 때문에 일본의 휴일근로의 임금은 해당근로의

률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

대가(100%) + 휴일근로의 할증임금(35%) = 135%(야
근근로 시 25% 추가, 최대 160%) 이상이지만, 우리
나라 유급주휴일 근로의 임금은 해당근로의 대가
(100%) + 유급(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50%) +
연장근로 해당 시 연장근로 할증임금(50%) = 최대
300%(야간근로 시 50% 추가, 최대 350%)에 달하게
되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시 실제 한일 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부담율은 생각보다 많은 격차
를 보이고 있음.
□일본은 할증임금에 대한 할증률 자체도 우리보다 낮
은 수준

9) 서울고법 2012.2.3. 선고 2010나23410 판결. 다만 동 판례는 휴
일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50조1항의 1주간 40시간에 포함
시키는 것이 입법론상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휴일근로
시간을 이러한 주 40시간이라는 근로의무시간 제한 규정에 포
함시키기 위하여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시하
고 있음.

- 일본 노동기준법상 할증임금에 대한 할증률은 우리
보다 낮은 수준
○월 60시간 이내 부분에서는 25% 이상, 월 60시간 초

10) 労働基準法施行規則第16條及び労働基準法第36條の協定に
おいて定められる1日を超過える一定の期間についての延長
することかでぎる時間に關する指針について(1982.8.30, 基發
第569號).

과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할증임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할 경우에는 50%
이상 할증임금(그중 1개월에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1) 東京大学労働法硏究會(2004),『注釈労働基準法(下卷）』, 有斐
閣, 2004, 618쪽.

에 대하여는 75% 이상),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

12)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編(2011),『労働基準法(上)』 労働法コメ
ンタ一ル, 519쪽, 510쪽.

할 경우에는 60% 이상 할증임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음.

13) 労働基準法第37條1項の時間外休日の割增賃金に關する割增
率の最低限度を定指する政令(1994.1.4, 政令第5號).; 1947.11.21,
基發 第366號.; 1958.2.13, 基發 第90號.; 1994.3.31, 基發 第181
號.; 1999.3.31, 基發 第16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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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일 간 휴일근로 시 할증임금 지급률 등 총 임금규모 비교
구분

한국
● 연장근로 50% 이상

할증임금 지급률

중복할증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유급주휴일

총 임금

일본

● 야간근로 50% 이상

● 연장근로 기본할증 25% 이상(월 60시간 초과부분 50% 이상, 연장근
로와 심야근로 중복 시 50% 이상(월 60시간 초과부분은 75% 이상))

● 휴일근로 50% 이상

●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중복 시 60% 이상

● 최대 100%~150% *

● 최대 60%~75%

●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

●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해석

● 유급주휴일 100%
● 해당근로 대가 100%

● 무급주휴일 0%
● 해당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 포함 시
● 휴일근로 할증임금 포함 시 최대 160%~175%
최대 300%~350%

* 상당수 하급심 판례와 근로시간단축법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

3. 한·일 간 임금경쟁력 변화

○그러나 자본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피용자보수/영업잉여 비중은 같은 기간 오히려 2.6%

□최근 우리나라 노동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수준보다

증가하였음.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임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한 요

○일본의 경우 노동소득/자본소득 비중은 3.8% 감소하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여야 하나 0.3% 감소에 그침.

○2003~2008년 총 변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최근 한·일 간 자료를 분석한

노동소득/자본소득 비중은 16.7% 감소해야 하나 반대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은 생산에 기여한 이상으로

로 11.0% 증가하여 생산에 기여한 이상으로 노동소득

증가하고 있음.

이 증가했음.

○자본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자본장비율과 같은

- 생산기여분 이상으로 노동소득이 증가하여 우리나

속도로 증가할 경우 노동과 자본의 기여에 대한 적절

라 임금경쟁력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부록 참조)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003~2008년 사이 우리나라 노동장비율의 연평균
변화는 -1.7%이므로 대체탄력성을 0.4로 가정할 경우
자본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연평균 2.6% 감소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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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일 간 노동소득/자본소득 비중과 노동장비율의 변화 비교
노동장비율의 증가

(노동소득/자본소득) 증가율
적정 수준

실제 수준

2003~2008년
연평균

한국

-1.7%

-2.6%

2.6%

일본

-2.5%

-3.8%

-0.3%

2003~2008년
총 변화

한국

-11.1%

-16.7%

11.0%

일본

-11.9%

-17.9%

3.6%

자료: 노동장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및 일본 재무성 『법인기업분석』을 참조하였고, 노동장비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포털 국민계정 및 일본 통계청 국
민계정의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를 기준으로 계산
주: 대체탄력성은 대략 0.3~0.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대체탄력성을 0.4로 가정하였음. 따라서 σ = 1.5가 됨. Lucas(1969), 남성일(1989) 및
김대모(2005) 참조14)

□단위노동비용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임

○우리나라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은 2000년 대비 2007

금경쟁력은 일본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해 하락하고

년 135.8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도 여전히 110.8을

있음

기록하여 인건비 증가에 의한 경쟁력 하락이 발생하
였음을 보여줌.

- 시간당 생산량을 노동생산성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반면, 일본(95.3), 타이완(68.6), 미국(83.4)은 단위노동

생산성 증가 대비 임금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

비용이 하락하여, 최소한 인건비 증가가 경쟁력 하락

가하고 있음.

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시간당 산출량으로 노동생산성을 측정할 경우15) 우리
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2011년 201.7을 기록하여 타
이완(208.8)보다 낮으나 일본(141.1), 미국(175.3)보다 빨
리 증가(2000년=100.0을 기준으로 환산)

○그러나 시간당 임금은 223.5를 기록하여 타이완(143.3)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일본(134.4) 및 미
14) Lucas(1969), "Labor-capital Substitution in U.S. Manufacturing,"
in A.C. Harberger and M.J. Bailey (eds.),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pp.223-274. 남성일(1989), 「한국제조업의 대체탄력
성과 노동수요탄력성: Translog 비용함수에 의한 추정」, 1989
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경제학회. 김대모(2005), 「적정임금
결정방법으로서의 생산성임금제의 논리적 근거」, 『산업관계연
구』, 제15권, 제1호, 한국노사관계학회, pp.1-21.

국(146.3)보다도 빠른 속도로 증가

- 시간당 산출량보다 시간당 임금이 빠른 속도로 증
가하여 우리나라 임금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음
○시간당 임금을 시간당 산출량으로 나눈 단위노동비용
이 증가할 경우 시간당 산출량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

15) 시간당 산출량을 노동생산성이라고 간주할 경우 자본투입이
생산에 기여한 부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과대
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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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일 및 주요국 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임금 비교
시간당 산출량
220.0

208.8

200.0

201.7

180.0
160.0

일본

175.3

한국

141.1

미국

타이완

140.0
120.0
100.0

2011

2010

2009

2007

2008

2005

2006

2004

2002

2003

2001

2000

80.0

시간당 노동비용
233.5

240.0

223.5

220.0
200.0

일본

180.0

한국

160.0

143.3 146.2

140.0

타이완
미국

134.4

120.0
100.0

2011

2010

2009

2007

2008

2006

2005

2004

2002

2003

2001

2000

80.0

단위노동비용
135.8

140.0

120.0

110.8

일본
한국

100.0

95.3
83.4

80.0

68.6

자료: 미국 노동통계청(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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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할증임금 중복

○38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4주에 나눠 유급휴일 1일당

적용으로 인해 제조업 평균 근로자 1인당 휴일 연장

9.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

근로수당은 약 3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

○현행 제도 하에서 이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나라의 임금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9,569원이며 유급휴일에 초과근로를 할 경우 유급휴
일급여 약 76,600원, 당해근로급여 약 90,900원, 9.5

- 통상임금 범위 확대, 할증임금 중복 적용이 임금에

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약 45,500원, 8시간을 초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평균 근로자

과하는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7,200원 등 약

의 경우를 상정

220,000원을 지급해야 함.

○조준모·이상희(2013)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

- 정기상여금의 50%가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휴일

은 평균적인 제조업 근로자를 상정16)

연장근로에 대해 현행 대비 약 12.5% 증가한 총

○제조업 평균 근로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의 월

248,000원을 지급해야 함([그림2]의 위 그래프 참조).

평균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은

○정기상여금 중 일할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각각 약 170시간, 38시간 및 19시간 정도(초과근로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정기상여금

간 38시간 중 19시간은 휴일에 근무한다는 의미)

중 50%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

○또한, 월평균 통상임금과 월평균 정기상여금은 각각

당 통상임금은 약 10,766원으로 12.5% 증가

약 200만 원 및 50만 원

○이 경우 통상임금의 증가로 인해 유급휴일급여, 당해

- 현행 제도 하에서 제조업 평균근로자가 휴일에 초

근로급여,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모두 12.5%

과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 1일당 약 220,000원17)을

증가하고, 그 결과 휴일근로 1일당 총 지급임금도 약

지급해야 함.

12.5% 증가한 248,000원에 달함.

16)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자료와 거의 유사한 제조업 평균 근로
자를 상정하였음.
17) 이하에서는 임금의 경우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11

KERI Brief

14-03

- 추가로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에 산입되어 연장근로

○그 결과, 총 지급액은 현행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지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경우 현

급되는 총 임금의 55.8%에 불과한 123,000원에 머뭄

행 대비 약 32.1% 증가한 총 291,000원을 지급해야

○따라서 현재에도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받을 수 있

함([그림2]의 위 그래프 참조).

는 휴일임금의 약 1.8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할증임

○시간당 통상임금은 위 경우와 동일하지만 8시간을 초

금의 중복 적용은 추가적인 임금경쟁력 하락으로 이
어질 전망

과하여 근로한 1.5시간에 대해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
을 휴일근로 9.5시간 모두에 대해 지급해야 하며, 이

- 유급휴일급여를 제외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 확대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약 51,100원에 달함

및 할증임금 중복 적용으로 일본에 비해 임금경쟁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적용

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그림2]의 아래 그

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증가한 영향이 증폭되고, 그 결

래프 참조)

과 휴일근로 1일당 총 지급임금도 약 32.1% 증가한

○유급휴일급여는 본 보고서의 논의 대상인 통상임금

291,000원에 달함.

범위 확대, 할증임금의 중복 적용과는 무관하게 적용

- 동일한 근로자가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근무할

되는 부분

경우, 휴일근로 1일당 현행 우리나라 수준의 55.8%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의 50%가 통

에 불과한 약 123,000원만 지급함([그림2]의 위 그래

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휴일 연장근로 1일당 지급액은

프 참조).

12.5% 증가하고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할증이 중복되

○당해근로에 대한 급여는 동일하지만, 일본의 경우 유

어 적용될 경우에는 42.5% 증가

○동일한 근로자가 일본의 임금체계 하에서 근무할 경

급휴일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우, 휴일 연장근로 1일당 현행 우리나라 경우의 85.5%

○또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

에 불과한 임금만 지급함.

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의 할증률(35%)을 적
용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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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조업 평균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예시
<유급휴일급여 포함 시>
\400,000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350,000
\300,000
\250,000

\220,000
(100.0%)

\248,000
(112.5%)

당해근로

유급휴일

\291,000
(132.1%)

\200,000

\123,000
(55.8%)

\150,000
\100,000
\50,000
\0
현행

정기상여 50% 연장 및 휴일근로 일본 통상임금 및
통상임금 산입 시 증복할증 추가 시 할증제도 가정 시

<유급휴일급여 제외 시>
\300,000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50,000
\200,000
\150,000

\144,000
(100.0%)

\161,000
(112.5%)

당해근로

\205,000
(142.5%)
\123,000
(85.5%)

\100,000
\50,000
\0
현행

정기상여 50% 연장 및 휴일근로 일본 통상임금 및
통상임금 산입 시 증복할증 추가 시 할증제도 가정 시

주: 제조업에서 근로하는 평균적인 근로자의 경우를 상정하기 위해 조준모·이상희(2013)를 참조하여 근로시간,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규모를 추정함. 조준모·이상
희(2013)에서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은 임금교섭타결현황자료(2011년)에 근거하였고, 근로시간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에 근거하였음.

4. 결론

- 정년연장이나 통상임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의 해결과제인 연공임금과 복잡한 임
금체계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근로시간단축

1) 주요 노동정책 이슈 논의 검토

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
□최근 노동정책 이슈는 미래의 임금체계 개선과 생산

해가 쉽게 제기될 수 있음.

성 재고 방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당장의 임금증가

○그러나 연공임금과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선이 당장

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노사 간 그 실현 수단을 고려하면

다 현실적이고 효과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이들 방안이 과연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
해 적지 않은 의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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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이 때문에 수출경합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일 간 산업

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기

구조를 고려할 경우, 일본의 노동비용에 비하여 너무

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별

많은 생산비용 증가로 임금경쟁력 하락이 발생할 가

로 없음.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최근 노동정책 이슈는 단기간에 임금을 상

- 따라서 최근 주요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 방안 모색

승시켜 임금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임금경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쟁력 유지 방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고, 특히 통상임

있음.

금 확대와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할증임금 추가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특히 최근 추진 중인 근로시간단축은 휴일근로를 연

있음을 고려해야 함.

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할증률을 더 높이는 직
접적인 비용부담이 부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주

3) 할증임금 조정의 활용

40시간 단축과는 현격하게 다른 성질을 안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근 주요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 과정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2) 주요 노동정책 이슈 처리 방향 검토

할증임금임.

□최근 주요 노동정책 이슈의 처리 방향으로 인해 급

- 특히 우리나라의 할증임금 지급률과 할증임금의 중

격한 임금상승이 초래되어 일본 대비 임금경쟁력이

복 지급 기준 등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여 임금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로 되어 있음.

-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

-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와 취약한 중소기업의

고 있는 정년연장, 통상임금,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

산업경쟁력 등에 비추어 보면, 경쟁국가인 일본보

함 등을 처리하는 방향은 모두 임금상승과 직결되

다 할증임금 지급률이 더 높은 비용구조는 우리 경

어 있음.

제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더욱이 통상임금과 휴일근로 할증임금 산정 방식은
일본 노동기준법과 동일하게 운용되어 오던 것이 갑
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으로 유사한 기반을 가진 일본
노동법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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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제도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근로

<부록>

시간제도 개편에 앞서 산업경쟁력 요소 중 가장 중

노동소득 및 자본소득의 적정분배

요한 요소인 임금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정대
타협 방식으로 할증임금 조정을 다룰 필요가 있음.

□CES 생산함수를 가정할 경우

- 대법원 판례 및 현재와 같은 노사정 관계에 비추면,

- CES 생산함수를 가정할 경우, 자본소득 대비 노동소

종전의 해석(일본)과 같이 1임금지급기를 넘는 것

득의 비중은 노동 1단위당 자본량의 함수로 나타남

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생산함수

미포함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를 가정할 경우, 이윤극

대화 균형조건에서 다음의 조건을 구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산업경쟁력 요소 중 가장 직접적인 임금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임금경쟁력 유지 방안의 하나로, 노사정대
타협 방식으로 할증임금 조정을 적극적으로 다룰

○따라서 총 자본소득(R) 대비 총 노동소득(W)의 변화율

필요가 있음.

은 다음과 같이 노동장비율의 변화에 비례

○할증임금 지급률을 현행기준보다 인하 조정할 경우
그 조정폭은 정년연장,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 처리 시 증가되는 임
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방안
이 필요

○한편, 상시적 할증임금 인하가 어렵다면 생산성 향상
을 통해 주요 노동정책 이슈 처리의 급격한 부작용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음.

○또한, 일정 기간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방안도 노사상
생 및 산업경쟁력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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