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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해고의 불확실성 완화와
해고제도의 개선

김 희 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고의 불확실성 완화와 해고제도의 개선

김희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정부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국정의 주요과제로 삼으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
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차이에 따른 노동시
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정규
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제고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다.
그런데 OECD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활용 증가원인이 정규직 과보호에 있으며 비
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정규직 고용시장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 정규직의 과보호 문제는 “고용보장”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엄격하게 해고를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유
럽 국가들처럼 해고자유원칙을 수정하고 실정법에 의해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
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
지 못한다」(근기법 제23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해고를 제한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외에, 이와 병행해서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범들이 근로자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법
과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해고제한규정은 우리나라 노
동법의 핵심인 것이며, 비정규근로가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사회는 해고규제의 혜택을 받아 고
용이 지속되는 insider(대부분이 세대주인 남성)와 유기고용․장기실업․비노동력화(비경
제활동인구화)의 선택을 피할 수 없는 outsider(일반적으로는 여성과 청년층, 또는 고
령자)가 공존하는 사회로 판단된다. ① 정규사원과 비정규근로자, ② 중·고령근로자
와 청년실업자 등이 조합된 사회라 할 것이다(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내지 양극화).
현재 비정규근로는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근로
양자의 임금격차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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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607만7000명이고, 2002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5.8%에 불과해서, 정규직과 비정규
직의 임금 격차가 사회문제가 된 일본(정규직의 61.8%)보다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
졌다.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문별 차이](2041.3)
(단위:만원, %, 천명)
유노조·대기업

무노조·중소기업,

A와 B이외의

정규직(A)

비정규직(B)

기업(C)

월평균임금

393.0

134.5

240.0

223.4

(명목)

(100)

(34.3)

(61.2)

(57)

1,363

4,852

12,182

18,397

(7.4)

(26.4)

(66.2)

(100)

근로자수(%)

전체 평균

세계의 노동시장 변화 추세는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인건비 등
준고정비용(quasi-fixed cost)을 절감하도록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유연
화에 대한 강한 유인을 가지게 되어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insider․outsider이론에 기초하면 정규직과 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여전하다는 것
은 해고법제에 의해 보호된 정규사원의 bargaining power가 강하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규사원의 보호만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해고법제가
존속하는 가운데 비정규근로의 확대원인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면, 한국의 노동시장
에서는 근로계약의 해지가 용이한 값싼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정규사원비율의 감소),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관찰될 것이다. 더욱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학교졸업미취업자를 둘러싼 청년실업자와 일단 실직한 사람의 실업기간의 장기
화가 주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엄격한 해고규제를 전제로 한 기업의 신중한 채용태도를 반영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직빙하기에 취직할 수 없는 청년과
운 나쁘게 고용조정의 대상으로 된 근로자에게는 비정규근로자로서 저임금직장에 취
직하든가 장기의 실업자 내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하든가라는 양자택일을 하도록
압박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규사원 이외의 취업형태가 다양화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해고법제는 보호대상으로 되는 일부에 한정된 근로자(insider)와 보호대상 외
의 그 밖의 근로자(outsider)라는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 시기의 큰 특징은
insider로부터 제외된 또는 처음부터 insider가 되지 않으면 outsider라는 선택지를 피
할 수 없는, 고용보호법제(해고규제법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 2014.12.10. 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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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의 해고 제도는 기존의 사회형태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확립되어 있는 사회보장․사회보험제도 등의 제도 문제 및 향후 취업형태
가 더욱 다양화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바람직한 해고제도(법제)의 개선방향이 검토되
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해고제도(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비정규직 근로
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도 전반
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해고 제도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집중
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해고 제도를 둘러

싼 법리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해고제도의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는 직무와 능력 중심의 인적자원리(성과주의적 인적 자원관리)가 확산되
면서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식도 근로자들이 창출해 내는 지식과 이들이 가진 역량
을 기업 경쟁력에 어떻게 최대한 접목케 하느냐의 관점으로 변모되고 있다. 이것은
저성과자의 관리 문제와 직결되는데,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여전히
낮은 고용유연성과 이에 따른 저성과자 관리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장기고용
관행에서 성과주의 인사관리체제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한 해고제도의 정비 필요성
이 제기되며, 직무ㆍ성과 등 능력중심의 인사관리 전개ㆍ확산으로 성과ㆍ근무성적ㆍ
적격성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그에 관한 법적 규제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해고를 포함한 인사관리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자체적
으로 계속해서 수정ㆍ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법적 규제의 예측가능성은
노사 모두에게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기본 전제이다.2)

Ⅱ. 해고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
1.

해고사유를 중심으로 한 해고법 체계의 개편

(1) 배경 및 필요성
현행 해고제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
인지 아니면 해고규제의 엄격성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정규직의 과보호 및 정규직과
비저규직간의 차별 심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노동관
계법이 해고에 대해 어떤 내용과 유형으로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박지순,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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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는 해고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단행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고, 해고
규제에 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일반적 해고제한조항(제23

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조항(제24조), 해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전에 해
고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제26조) 및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부당해고구제조항(제28조)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해고규제규정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고규제법리는 판례와 학설을 통해서 발전․형성되었다.

(2) 해고유형에 관한 판례의 태도
판례는 명시적으로 해고 유형 분류의 체계를 언급하고는 있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해고판결을 분석해 보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
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함으로써,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속
이 기대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해고의 원인이 근로자의 행태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행태로 인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
는지를 판단하여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
결 등).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저성과자)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는 성과 자

체만이 문제된 경우보다 이와 더불어 비위행위, 무단결근 등 징계해고사유들이 동시
에 관련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판례는 이를 징계처분
의 대상으로 수용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였다.
저성과자의 경우 징계해고와 관련된 사유들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혹은 역의 경
우)가 많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근로자의 직업적 전문지식의 부
족과 비위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경우(서울행법
2008구합35067), 과제불이행ㆍ야간근무명령무시ㆍ단기간 근무평정결과 최하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툰 경우(대법원 2000두9113판결) 등이 이러한 경우이
다. 그런데 근로자의 유책성(책임 있는 사유)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일신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것과는 다소 다른 정당성 판단기준이 적용된다. 판
례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
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
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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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
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12. 6. 선고 95
다45934 판결)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첫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해 낼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둘째 근로자가 사
업 외적인 이유로 형사소추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등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판례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고 – 주로 이는 징계해고로 나타남 –
의 경우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로 구분하여 판지를 달리 구성 적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례는 해고의 유형을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
해고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통상해고의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이때 징계해고 사유대상은 근로자가 복무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와 근무성적의 불량 등 근로계약에서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부족과 같은 행태도
함께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3)

(3) 개선방안 - 통상해고의 원칙규정 신설 근기법 제23조의 해고에는 징계해고뿐만 아니라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도 포
함되는 것이며,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해고와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전제되지 않는 채무불이행(귀책사
유 없는 계약위반과 같은 것) 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된다.
통상해고는 민법상 인정되는 해지(사용자의 해지의 자유)4)에다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이 조화되어 사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장래의 근로관계 종료를 지향
하는 것으로, 일정한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관점보다는 향후 장래의 계속고용
가능성의 여부가 중심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통상해고는 과거의 일정한 사실에 대
한 비난적 기능보다는 ‘향후 발생될 상황에 비중을 두고, 더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
될 수 없으므로 계약적 의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행하는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라
3) 박종희. “현행 해고보호제도의 체계적 이해와 해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제44호, 2014, 450-451면.
4) 임대차, 고용, 위임이라는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기간 만료에 의해 계약이 종료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해약고지(해지)에 의해 계약은 종료한다. 해지권은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행
사하는 것에 의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는 부당하게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민법 제660조는 이러한 해지권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근로계약)에 적
용하고 있는 것이다(같은 규정은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민법 635조에서 볼 수 있다). 고용계약(근
로계약)에서의 해지권이란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에게는 해고권, 근로자에게서는 사직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권리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법상 특별히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예고기간만 두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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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념화할 수 있다.5)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하는 해고는 이른바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를 말한다.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행태에 기초하여 장래에도 그러한 귀책사유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신뢰관계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태상 정당한 이유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할 의사 없이 사용자의 경
고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결근하거나 지각ㆍ조퇴를 반복하는 등 노무급
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하자 있는 급부 내지 불완전한 급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신의 정
상적인 작업 능력을 밑도는 열등한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행태상 사유에 해당된
다.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질병, 사고로 인한
장해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계약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정당한 이유를 구성한다. 이럴 경우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계속 고용토록 하는 것이 기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직업상 요구되는
자격증을 받지 못한 것, 직무상 요구되는 시험이나 검사의 불합격,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의 부족 등의 직무능력 부족, 성격상의 사유에서 비롯된 개인적 부적격성, 계약
상의 노무급부를 곤란하게 하는 질병 등이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된다.
아무튼 통상해고는 해고의 목적이 계약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효력, 즉 해
방효 내지 장래효에 있다.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본질로 한다면 이
는 과거의 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즉 징계해고란, “과
거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징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사용자의
해고권 행사”로 개념화할 수 있다.6)

징계해고는

과거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당

해 근로자와의 향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기대가
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징계처분의 의미를 넘어서서 해고의 일반적인 구
조, 즉 계속고용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판단하여야 한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규정(제23조 제1항)은 해고를 징벌
의 하나로 기술하고 있어 통상해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적 공백상태이다.

이

로 인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능력 부족 등 통상해고의 다수 사례가 실무상 징
계해고의 양태를 띠고 있고, 판례도 이를 징계처분의 대상으로 수용하여 정당성 여
부를 판단하고 있어 사법적 판단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5) 권혁, 해고유형론에 관한 소고, 719면 이하.
6) 권혁, 앞의 글, 719면 이하.
7) 박종희, 앞의 글, 460-46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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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고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상실케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의 해지
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장래 계속고용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핵심을 이
루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최후수단성).
이를 바탕으로 통상해고의 원칙 규정을 신설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제1안)
- 현재 해고관련판례의 태도를 구체화하여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
는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
정을 신설할 수 있을 것임(일본 근로계약법 제16조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합리적
인 이유’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불능으로 인한 경우,

능력부

족, 성적불량, 근무태도불량, 적격성 결여로 인한 경우, 직장규율위반, 직무해태로 인
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제2안)
- 독일해고제한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
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내지 행태상의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
을 신설할 수 있을 것임. 즉 해고 유형에 관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지 않음
에도 계속고용 가능성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일신상의 사유: (예)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적격성, 보수에 걸맞지 않은 객관적으로 평균 이하의 업무성과, 업무미숙,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업무능력감소를 의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전제된 행태에서
계속고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행태상의 사유)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

3.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문제
(1) 배경
해고제한법규 및 법리하에서도 일반론으로서는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격성이 없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은 근로자
에게 유리한 사정을 가능한 한 고려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당수 기업에서도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규정을
두고 근무성적불량자 또는 근무태도불량자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
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내려진 근로자가
일정 기간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권면직(해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9-

열린다는 것에 있다. 그 결과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면직 조치된
근로자는 그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다투게 되고 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
1항에 따른 정당성 판단(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행해질 것이다. 이와 같
은 사안에서 근로자는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
는지는 노동법상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저성과자”해고 문제는 우리 해고법제의 구성에 항상 부족한 영역으로 인식해
온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에 따른 일신상 사유에 대한 정당성 판단기준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해고법제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해고법체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내지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저성과자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것이고,
이를 통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는 근로자가 반복하여 하자있는 급부나 불완전한 급부를 제
공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작업능력을 밑도는 열등한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8)

한편 판례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의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

되는 최저한의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저성과자로 이해하고 있는바, 급부해야
할 것의 기준을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삼고 있다.9)
그러나 이 판결은 “해당 근로자에게 그의 직위와 보수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
되는 최저한의 실적”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
런 설명이 없다. 문제는 그와 같이 불완전한 급부 등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내지 적
격성이나 그 밖에 질병과 같은 일신적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기인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일신상 사유 또는 행태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근로자의 객관적인 업무성적 불량 내지 저성과가 근로자의 유책한 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능력부족이나 적격성
결여에 기인한 저성과자의 해고 정당성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잠정적으로
여기에서는 저성과자란 근로자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능력부족이나 적격성결
여에 기인하여 근무성적이 지속적으로 불량한 자, 즉 근로자가 반복하여 하자있는
급부나 불완전한 급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작업능력을 밑도는 열등한 급부
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한다.10)

8)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참고.
9)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10) 저성과의 의미와 판단을 위한 규범적 기준에 대해서는 박지순, 지속적인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자 해고
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 11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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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의 정당성 판단기준11)
판례는 대체로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에
이르는 절차를 밟는 경우와 그러한 대기발령이라는 중간절차 없이 직접 해고를 행하
는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후자의 직접 해고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우리 대법
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저성과가 주로 행태
상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상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
다. 문제는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 때는 해당 근로자의 능력·적격
성결여의 수준(질적)이나 정도(양적)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고, 특히 그와 같은
근로자의 특성이 비위행위와 같이 돌발적·우연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한
다. 나아가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적성에 따른 업무배치문제는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교육·훈련·지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능력이나 적격성부
족만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신의칙에 기하여 사용자가 배
려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이 가까운 장래에도 개선가능
성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결국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
고에 대한 정당성판단 기준은 사용자가 저성과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
하고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무엇을 항변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판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가 갖추어져 있는지
또는 해고의 사유라고 제시된 것이 ‘정당한 이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
지를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구조는 애초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해고의 유형들, 특히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업
무능력의 부족이나 적격성 결여로 인해 발생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
우에 문제가 된다. 생각하건데 해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해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배려의무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보호범위가 신축적으로 변화
할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결국 현행 해고제한제도하에서도 해석상 일반론으로서
는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격성이 없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가능한 한 고려하기 때문에 최종
적으로 해고가 유효하다고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판례는 근무성적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도 불량의 정도가 현저하고
더욱이 향상의 가망이 없다는 사정이 없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인사고과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나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 판
명되는 경우에만 당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가 업무에 필요한
11) 박지순, 지속적인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본 연구는 2010년 서울지
방노동위원회의 연구용역자료임, 2011 인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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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적격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하자있는 급부 내지 불완전한
급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작업능력을 하회하는 열등한 급부를 제공하는 경
우에는 당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광범위한 노무지휘권과 배치전환명령권이 있으므로 사용자
가 취해야 할 해고회피조치의 범위는 넓어 ‘최후의 수단’인 해고는 간단히 유효하
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사정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능력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장기고용형의 포괄적 계약 하에서는 이러한 점이 해고의 정당성에 직결되
는 것이 아니라 직종전환과 충분한 교육 등에 의한 회피노력이 정당성 요건으로 해
석된다.12) 왜냐하면 근로자의 직무능력의 부족이 일정기간의 훈련이나 합리적인 기
회의 부여 등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작업방법을 도입한
경우 근로자에게 충분한 훈련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13)
따라서 현행해고제한규정의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한 해석론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첫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필요할 것, 둘째 공
정한 평가기준이 존재할 것, 셋째 업무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사용자가 근로자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근무성적이 저조한 경우라면 해고정당성 부
인), 넷째 평가고지 및 개선지시, 충분한 개선기회 제공, 다섯째 희망퇴직 등 자발적
사직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저성과가 매우 현저해야 하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저성과자 내지 직무능력부족의 근
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근로자 스스로 충분한 노력을 통하여 정상적인

직무능력의 회복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 제공에도 불
구하고 근로자가 저성과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
직업능력향상훈련이나 직종전환을 통한 해고회피조치 등까지 포함하여 보다 완화된
수단의 활용가능성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14)
12) 박지순 교수는 「대법원판례에서 본 것처럼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으로 이어지는 인사조치에 대한 분석이다.
먼저 제1유형으로는 현저한 능력부족 및 성과불량의 확인과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후 미래에 대한 부정적
예측이 내려졌음에도 바로 해고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 대기발령의 성격은 충격
완화를 위한 과도적 조치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 중에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
을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제2유형은 근로자의 적격성 및 능력을 평
가하였으나, 그에 대한 평가가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하여 일단 대기발령을 내려 근로자에 대한 평가와 조치방
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을 활용할 수 있다(즉, 통상적 인사권의 행사) 이 경우 대기발령의 성격은
개선조치 및 객관적 평가 기회의 부여 기간이므로 그와 같은 부정적 평가의 해소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
직부여를 회피하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한다.
13) 김소영, 해고사유에 관한 연구, 49면.
14) 박지순 교수는 「결국 성과형 해고의 기준은 성과미달성이나 성적불량, 업무부적격성을 판단하는 평가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가, 그 기준에 해당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었는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행하였는가? 근로자는 그 과정에서 성실하게
능력개발과 업무적격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는가? 등을 근거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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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판단컨대 시장 환경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 부적격자 등 저성과
자에 대한 통상해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
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을 마련함으
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조치
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해고의 일신상의

사유 안에 예를 들어 1)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나 협조성을 포함하여) 불량이 존재하고, 또한
2) 그 시정을 위한 주의, 지도, 교육 및 적정한 배치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
는 경우’ 등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침, 행정해석 등으로 통상해고의 유형 등의 기준 속에 저성과
자에 관한 내용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지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를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15)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
한규정의 개정(해고법제의 개선)과 더불어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저성과자는 기능의 불비라는
객관적인 요건이 이미 상당기간 동안 치유되지 않고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따라서 업무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는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일신상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
다. 시행령에 규정될 경우 기업이 느끼는 통상해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행 해고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고제도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해외사례도 참고하면서 직
무ㆍ성과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제도에 적합한 해고법제로 재구축해야 졸속입법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입법이 가능할 것이다.17)

15) 박지순 교수는 「법률과 판례를 넘어 일반해고의 요건을 정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법적 효과도 미
지수일 뿐만 아니라 갈등만 양산할 가능성: 가이드라인으로는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며, 해당 사례에 대한
판례의 축적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경우처럼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판례와 행정부의 입장이 서
로 달라 결국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16) 능력주의 내지 성과주의형 임금제도의 채택: 직무능력부족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어려움은 능력주의 내
지 성과주의형 임금제도를 채택 -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급의 임금체계를 개편 -함
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능력주의형 임금제도하에서 근로자의 능력·성과가 객관적으로 파악되게 되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종래보다 쉽게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객관적 근거가 급
부와 반대급부의 균형이 무너진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업적(성과)
과 반대급부(임금)의 균형성을 확보하여 해고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
17) 동지: 박지순,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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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해고제도의 도입
(1) 배경 및 필요성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해고제한규정의 지금까지의 판례를 통한 해석론은 저성
과자 내지 직무능력부족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므로 근로관
계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
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좀 더 유연한 인적 자원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 측에서는 비록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지
만 근로관계의 존속에 따른 보호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즉 근로자의 일반적인
종료해고를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종을 특정해 채용된 근
로자의 해당 직종의 자리가 불필요해진 같은 경우(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의 달성)
이나, 일정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 다른 직종이나 직위로의 이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해고를 할 수 밖에 없
는 경우, 바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 조건 변경의 신청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
는 변경 내용에서 넓은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을 거부한다면 해고도
효과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60세 정년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조건 하향조정 등 노사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합치에 의존하는 방식은
중·고령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충되는 이해 내지 가치에 대한 가장 합리적 조정수단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기존의 호봉제(연공급)를 성과와 연동
되는 임금체계(예를 들어, 성과연동 연봉제 등)로 개편하는 등 근로조건을 (하향)조정
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현상이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율법리가 부재하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60세 이상으로의 정년연장이 실정법으
로 강제되고는 있지만 사용자의 이해에 반하고, 임금체계개편 역시 실정법으로 강제
되고 있지만 이를 통한 근로조건의 하향조정은 근로자의 이해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정법상 강제되는 60세 정년제를 수립·운영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성과연동 임금체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불이익 변경이 될 경우에 근로
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인건비 압박 해소라는 목
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내지
중·고령자에 대한 퇴직압박이라는 부메랑이 된다. 결국 노사 어느 일방의 반대가
존재하거나 양 당사자의 의견일치를 도모하기가 어려운 경우, 현실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난망하여 실정법상 강제되는 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될 수도 있는 한계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제도적 차원에서 중고령 근로자의 임금체계개

편 등 합리적인 근로조건 하향조정과 함께 정년연장과 같은 고용유지 내지 고용촉진
방안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정책대안을 고안, 운용함으로써 근로관계 당사자가 상생
(win-win)의 노사관계를 형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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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기업이 해고를 하여야 할 때,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경
해고의 가능성이 고려된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변경해고는 종업원 수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반종료해고(정리해고)를 사전에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
통이다.19)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뒤,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변경해고 고지를 하는 경우, 변경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행해지는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이고, 기본
적으로는 정리해고의 법규 및 법리의 적용이 인정된다. 변경해고는 정리해고에 이르
기까지의 해고회피조치의 하나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그 유효성
을 보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근로조건이 개별적으로 특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사용자에게 해고회피 수단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리해
고를 피하기 위한 근로조건 변경신청을 거부한 근로자 에 대한 해고는 유효라고 해
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래에 해고를 통해 인력 수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것을 회피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변경해지의 경우 임금삭감을 비롯한 사용자의 근
로조건 변경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인건비 삭감을 통해 폐업이
나 감원을 방지할 수 있다면 사업적자나 채산성이 없게 된 사정도 경영상 이유에 기
한 변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0)

(2) 개선방안
변경해고(Änderungskündigung)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해지와 함께 변경된 근로
조건의 내용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청약을 하고, 만약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해지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 해고는 조건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변경해지는 그 예외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조건성취 여부가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변경청약을 승낙하면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21) 물론 변경해고는 해고의 의사 표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해소될 것이므로 해고에 관한 규제가 미치는 것은 당연
한 것이다.
현행 근로관계시스템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
로조건이나 직위 등을 종전 직무보다 불리하게 저하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 결과
근로조건 변경이 경직되고 해고 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물론 사실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해고의 요건과 크게 차이는
18) 문무기, “중고령자의 점진적 퇴직과 근로조건 변경”, 「한국과 중국의 노동법적 쟁점과 현안」, 2014, 5면.
19) 김형배, 노동법, 2014, 727면.

20) BAG AP Nr. 47 zu §1 KSchG Betriebsbedingte Kündigung.
21)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 보고서,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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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나라에 입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독일 해고제한법상에서 해
고는 그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종국적으로 근로
관계를 소멸케하는 소위 ‘종료해고’(Beendigungskündigung)인데, 이러한 해고는 우
리 현행 노동법제에서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의 해고이다. 하지만 독일해고법제에
서는 이러한 종료해고와 대비되는 해고유형으로서 소위 ‘변경해고’(Änderungskündigung)
를 또 다른 해고유형으로 예정하여 두고 있다.22)
변경해고란, 기존의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다른 근로조건 하에서 종전의 당사자
가 근로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해고의 일 유형이다. 요컨대 독일 해고제한법
상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만약 근로내용의 본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근로관계의 지속을 원한다
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해고근로자가 비록 근로조건의 본
질적 변경이 있더라도,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변경된 근
로조건 하에서 근로관계는 지속되게 됨. 변경해고의 법률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종래의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를 통해 완전히 소멸함. 이후 곧바로 - 비
록 근로조건의 변경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 새로운 근로계약이 형성됨. 사실상 외형
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지속을 유지하게 되는 것임. 요컨대 해고 근로자가 해고시점에
서 동시에 사실상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는데, 마침 그 당사자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
우를 변경해고는 초래하게 된다.23)
근로자의 동의 내지 승락를 받아 변경하려 하는 변경해고가 근로조건 변경수단으
로 주목되어 변경해지통보는 근로조건 결정프로세스에서 "계약"적 성격이 강해지면
서 클로즈업되는 근로조건의 변경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해고가능성이 있는 가
운데 노사 간의 근로조건 협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 자기책임(거부를
관철한 경우의 해고라는 위험부담)아래의 자기결정(승낙여부의 자유)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이 점에 변경해고의 현대적 의의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와 같이 독일해고제한법상의 변경해고제도를 모범적 유형으로 참고하여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부족, 제도도입에 따
른 불안심리 확산이나 편법적 이용위험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견해24)가 있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도입필요성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이 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
다.

22)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권혁, “독일변경해지제도에 관한 재검토”, 경영법률 제19집 3호, 2009. 4, 543면 이하
참고.
23) 권혁, 앞의 글, 561, 562면
24)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 연구위원회 보고서,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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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입법화하여
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조
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
다.
법체계상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애 의한 해고 조항 뒤에 변경해고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변경해고의 상세한 정당성 요건과 법률효과는 독일의 해
고제한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해고와 함께 새로운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변
경해고를 규정하는 것인데, 변경해고를 정당화하는 원인 역시 일반적인 종료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나 행태상 사유 또는 경영상 긴박한 사정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청약을 근로자가 거
부하였을 때 행하여진 해고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변경청약
에 대해 1달 이내에 아무런 유보함 없이 승낙하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며 해고가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될 것이다.
특히 저성과자 즉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일 단계에서 변경해고가 적용되도록
하고, 변경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단계로서 통상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
리적이라 생각된다.

Ⅲ. 결어

최근 노동시장의 개혁문제가 단연 화두이다. 그 중심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
로조건에 차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있다. 그
만큼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경직되어 있고, 사용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사용함으로서 기업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하려
다 보니 점점 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해결하려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개혁은 노
동시장의 규제완화, 해고보호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은 독일과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노동관계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
기로 결정한 일본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와는 다르게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제형식으
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원인은 정규직의 과
보호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해고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능력있는 젊은이가 정규사원이 될 수
없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계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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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불공평하며, 사회정의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정규직에 필적할 만큼 기업
에 공헌해온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법리 등에 의해 일정한 고용보장을 하
고, 무기고용으로의 전환에 의한 정규직화의 길도 있지만, 앞으로 기업에 "공헌 할지
도 모르는" 비정규직에게도 고용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공평
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고 제도의 개선이 해고규제의 전면적 완화로 이어져 정규직의 비정규직
화로 연결되어 모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해고 제도의 개선은 무조건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해고법체계의
엄격한 경직성 때문에 대기업정규직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의 과보호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해고제도의 개선인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업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근로자는 기업으로부터 근로제공에 대
한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된다. 기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근로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과로 연결되기를 바라게 된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근로자 역시 양질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별다른 귀책사유는 없지만 부
족한 능력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근로자까지 해고규제라는 보호
범주에 두게 된다면 노동시장은 정규직을 중심으로 더욱 경직화 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사용자는 계속 고용을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내지 행태상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고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또한 저성과자의 범위
를 근로자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능력부족이나 적격성 결여에 기인하여 근무
성적이 지속적으로 불량한 자로 한정하고, 이러한 저성과자를 해고함에 있어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무와 능력
에 따른 인적 자산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이 다소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
다고 보여지며,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즉 사용자가 해고
와 함께 새로운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할 것인가를 근로자에게 제안하는
변경해고를 규정함으로써 직무능력이 부족한 저성과자의 경우 1단계에서 변경해고가
적용되도록 하고, 변경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단계로 통상해고 하도록 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저성과에 대한 해고규제의 개선은 고용의 유
동성을 촉진시키고 과보호되어 있는 정규직을 일정한 합리적 보호수준으로 맞추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능력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한 정규직을 대신하여 그 일자리를 능력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교체되는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평성 실현과
정규직과 기업 간의 공평성 실현이라는 이중의 공평성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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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제1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해고 제도 개선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교체
가능성을 인정하며, 제 2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금전적인 보상을 제도화하고
또한 정부도 서포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후자가 이른바 사회적 안전망의 정
비이다. 해고 제도 개선은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예: 공적 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의 강화)와 일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노동현실을 고려하여 해고 제도를 둘러싼 개별 쟁점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조화할 수 있는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
써,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25)

25) 박지순 교수는 「해고제도 또한 직무, 성과 중심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에 부합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
하고, 경영상 해고도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해고의 구제방법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노
사정위원회 토론회 발제문,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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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국회는 2년 전인 2013. 4. 30. 본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법’) 개정을 통하여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정년 60세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
령사회에 대응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산 가능 인구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율적으로 정해오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함과 동시에 노사에게 임금
체계 개편의무를 법제화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아직까지 60세 정년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2016년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에 대해, 그리고 2017년부터
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과 중앙 지자체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의무화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업이 임의로 정해온 정년을 법정 정년제의 도입에 맞추어 60
세로 연장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단체협약을 비롯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공서열형 임금체
계를 기본으로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년연장에 따른 코스트의 부담을 줄이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1) 이는 후술하듯이 우
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2) 임금체계의 개편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므로 노사가 합의
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고령자법은 60세 정년제의
도입과는 달리, 임금개편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하고 있지 않아, 법개정으로 인한 정
년연장을 기득권으로 생각하는 노동계는 임금삭감을 동반하는 소위 ‘임금피크제’
의 도입에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임금체
계의 개편을 꾀하고 있으나, 노동단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는 동
의할 수 없다고 하여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
에 알아본 다음, 둘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
되는지, 이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는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일본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의 해결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1) 한국노동연구원이 임금의 연공성을 국제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관리․사무․기술직 근속 1년 미만 근로
자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218.0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프랑스(131.0), 독일(126.9), 영국(101.7) 등 유럽에 비해 월등히 높고 임금의 연공성이 크다고 하는 일본(214.7)
보다도 높다(『매일경제』2013. 11. 6).
2) 고용노동부는 2015. 5. 28.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이에 대한 공정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이를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하
면서 강하게 반발하여 무산된 경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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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
현행 고령자법(제19조의2)에 의하면,「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
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이때「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자나 근로자
에게 고용지원금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3항).
이와 같이 고령자법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사에게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강
행규정이 아닌 만큼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는 한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 물론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 인정되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법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
법리는 강행법규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해석인 만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취
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
히면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3)
이하에서는 정년제의 도입 및 임금체계의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① 이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②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의 변경은 임금
체계의 개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에 대해 개략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4)

1.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
현행 고령자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에 따른 고용형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노사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 앞서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해
온 일본의 경우에는,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① 정년을
상향조정할 것, 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③ 정년에 대한 규정을 폐지할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다양한 옵션을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입법태도와는 사
뭇 다르다.5)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경우,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3) 임금채크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김동배, “노동시장개혁 쟁점정리-정년연장”,『노동리뷰』
(2015. 4) 참조.
4) 향후 고령자고용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룬 쟁점 이외에도 고령자에 대한 배치․전
환을 비롯하여 교육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배치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산업관계연구』제24권 제1호(2014) 참조.
5) 이에 대해서는 졸고,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산업관계연구』제24권 제1호(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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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의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
다.
이에 대해서는 ① 임금체계 및 근속에 따른 호봉체계 등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
로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방법, ② 정년 후 계속적 고용의 연속성을 인정하면
서도 임금체계의 개편을 동반하는 방법, ③ 기존의 정년에서 일단 종전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여 퇴직금 등을 정산한 다음, 60세까지는 새로운 고용형태(촉탁 등) 및
임금체계 하에서 고용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6)
이들 중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①의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겠으나,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업은 대게 ②③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특히 ②③의
경우에는 임금체계의 개편이 동반되므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노사가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합의를 하지 못
한 경우, 기존의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임금체계의 변경과 관련되는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배치전환, 전직 등)도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년규정의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없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임금체계 등 필요한
조치’라는 포괄적 규정에 비추어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다.8) 그렇다면 60세까지 고
용을 전제로 하는 한 종전의 정년이 도래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일단 중간 정산한 다
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금체계 하에서 고용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9)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
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해당 여부

6) 일본에서는 1994년에 ‘60세 정년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인 2013년 4월부터 ‘65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의 시
행에 들어갔다. 일본의「고령자 등의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高齢者等の雇用に安定等に関する法律)」제9조(고
령자 고용확보조치)에 의하면,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① 당해 정년의 연장, ② 계속고용제도(현재 고용하
고 있는 고령자가 희망할 때에는 당해 고령자를 그 정년 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는 제도)의 도입, ③ 당해 정년
규정의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일본에서는 기존의 법정 정년인 60세에 도달하면, 일단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퇴직금 등을 모두 청산한 후 65세
까지 1년 단위의 촉탁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2011년 6
월에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고용상황에 대한 조사를 보면, 상시 근로자 31명 이상 기업의 경우 95.7%가 이미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실시 기업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고용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규정을 폐지한 기업은 2.8%, 정년을 상향조정한 기업은 14.6%에 불과
한데 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82.6%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고령자에 대한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자기
가 소속해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기업이나 자회사(子會社), 협력회사 등과 같이 자사와 인사경영상 밀접한 관
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배치․전환 또는 전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전직(특히 전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신분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9) 기존의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2012. 7. 26.부터 폐지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임
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고령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
는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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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체계의 개편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을 가져
오는 만큼 노사가 합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사
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취
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노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로 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조건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10)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60세 정년제 실시에 앞서 도입하려고 하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위에서 말한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불이익 변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고령자법의 개정으로 이미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임금피
크제의 도입은 정년보장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와, 정년연장을 전제로 노사가 사
업이나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법
(제19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정년연장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체계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임
금피크제의 내용(감액 폭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의적으로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11)
둘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정년이 연장되는 기간에 한하여 새로운 임
금체계를 설계하는 방식과 기존의 정년부터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경우로는 어떤 회사의 정년이 55세인 경우에 55세까지는 기
존의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56세부터 60세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이 임
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령자법의 입법취지를 기존의 근로
조건의 유지를 전제로 법정 정년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령자법(제19조의2)은 노사가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반드시 기존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전
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기존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보충․
추가하는 것이라면 당초 근로조건을 정한 바가 없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닌 작성
또는 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12) 이 견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10) 참고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임금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대
립하고 있다. 노동법학자 중에서 임금체계의 개선이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한 정년연장에 반대
하는 견해로는 조용만,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노동정책연구』제12권 제3호(2012), 19면이 있으며, 역으로 찬
성하는 견해로는 이승길,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소고”,『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법적 과
제』(2013년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7면이 있다.
11) 이에 대해서는 정년 60세 규정을 수용하기 위하여 현재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
우는 60세 정년이 - 장차 보장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 확보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추가적으로 수
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일종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형으로 보는 견해(박종희,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변
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포럼』제15호(2015. 7), 32면)도 있다.

- 27 -

변경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
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13)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년인 55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기득의 권리
및 이익에 관계되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
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법정 정년제를 도입
한 고령자법(제19조의2)의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유․불리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자법에 따라 법정 정년제를 도입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⑵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존재 여부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에 대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
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된다(위반
시 벌금 500만원). 이러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
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변경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판례법리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한편, 위 판례법리의 전개과정을 보면, 대법원은 초기에는 정년제를 신설하고 퇴직
금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사회통념
상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논리구조를 취하였다.14) 그러나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절차가 규
정된 이후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불이익 여부의 판단과 구분하여 비록 불이
익 변경에 해당한다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의 동
의를 받지 않아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었다.15) 다만 판
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의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규정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①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 사용자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12)
13)
14)
15)

고용노동부,「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공청회자료집(2015. 6), 5면.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2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등.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7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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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정도, ③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
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 노동조합 등의 교섭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하였는데, 이러한 판단구조는 거의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6)
이러한 판례법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 최고재판소가 1968년에 ‘슈보크버스
사건(秋北バス事件) 및 1997년에 다이시은행사건「第四銀行事件」서 판시한 취업규칙
의 판단기준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달리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이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
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이 계속적으로 종전의 법리를 유지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적용을 비켜가는 것은 일종
의 사법적 일탈이며 법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17) 대법원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의 판결에서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에서 열거한 ①～⑥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
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8) 그 결과, 사용자의 일
방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한
사례는 수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판례법리의 연장선상에서 볼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고령자법
의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재정․인력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고도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므
로,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설계하고 이를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한 이상, 비록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이다.19) 이에 비해, 정부 입장의 배
경 중의 하나인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고령자법의 제정 당시인 1992년부터 정
년 60세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정년 60세 의무규정을
도입한 이래 3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 입장에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20)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인정될지의 여부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
할 것인지, 근로자집단과 성실하게 교섭을 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만, 고령자법이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사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임금체계를 개편
16)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등에서도 동일한 판단구조를 원용하고 있다.
17) 이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상세한 것은 임종률,『노동법』2015, 356면; 김
형배,『노동법』2015, 312면 이하 참조.
1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19) 고용노동부,「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공청회자료집(2015. 6), 9면.
20) 박종희, “임금피크제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노동법포럼』제15호(2015. 7), 3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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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해 근로자의 압
도적 다수인 72.8%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21) 사회통
념상의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Ⅲ. 비교법적 검토 - 일본사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은 일본 노동기준법
상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내용면에서도 매우 흡사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단에서도 과거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원용한
결과 판단기준 또한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취업규칙의 내용과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해 검토한 다음,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과 개선책에 대해 모색을 하고자 한다.22)

1.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규제

일본의 경우, 다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공평하고 통일되게
설정함과 동시에, 직장규율을 규칙으로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
도 많지만, 이 경우에도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집
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많은 기업에
서는 취업규칙이 노동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거의 유일한 준칙이 된다.23)
이처럼 취업규칙은 기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동법 제9장)에 대해 일정한 법적
규제와 함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24) 예를 들어, 동법은 ①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명
확화하기 위해 이를 성문화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규칙내용에 대해 일정
한 한계를 설정함과 동시에, 이 한계가 준수되도록 행정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 ③
21)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리서치랩에 의뢰하여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72.8%가 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 등 3대 학회 및 민간 컨설팅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구성한 60세+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22) 이하의 내용은 이정∙박종희∙하갑래「취업규칙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2009)를 참
고하였음.
23)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70년대에 35.4%로 피크에 달했으나, 그 후 점점 감소하여 2003년에는 19.6%로
처음으로 20%를 밑돌게 되었으며, 2007년 현재 18.1%로 70년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日本厚生労働
省,『厚生労働白書』참조).
24)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취업규칙’이란 명칭 이외에, ‘공장규칙’이나 ‘종업원규칙’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도 있지만, 그 법적 효력에서는 명칭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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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을 위해 그것을 감독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것, ④ 작성과정에서 근로자의 의
견을 반영시킬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 등도
대동소이하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일본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가장 논의가 많은 부분은 역시 사용자가
취업규칙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또는 불리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한 경우,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근로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점에 대해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는 논리적으로 근로자가 이에 구속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그러나 법규범설을 지지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논리적 귀결을 피하기 위하여, ①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견해, ② 취업규칙은 보호법 원리의 참된 실현을 추구할 때만 일방적 변경이 허용된
다는 견해 등과 같은 논법을 이용하였다.
한편 취업규칙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그 논리적 귀결로서 불이익한 조
항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조항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명시적 또
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기득권을 박탈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근로조건의 집합적 처리,
특히 그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결정을 원칙으로 하는 취업규칙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규칙조항의 내용이 합리적인 한, 개개인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유로 그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25)
다시 말해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정)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구
속력이 없으나, 근로조건을 통일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는
변경이라면,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도 구속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법규범설이나 계약설의 논리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학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기업과 근로자간의 계속적 근로관계에서는 새로운 경영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를 더욱 존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민법의 계약이론에서는 그러한 경영의 유연성은 근로계약의 해
지(해고)에 의해 담보되지만, 현행 일본의 노동법체계에서는 ‘해고권의 남용법리’
에 의해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면

25) 秋北버스(バス)事件 , 最大判 昭43. 12. 25, 民集 22권 13호, 34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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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고를 대신할 만한 근로조건의 변경법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 위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
해 일본 노동법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라 할 수 있는 스게노카즈오(菅野和夫) 동경대학
명예교수는 ‘법규범설 및 계약설의 결점을 극복한 고심작(苦心作)’으로 평가하고
있다.26)
이와 같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그 이후의 유사한 사안에 그대로 답습되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구속력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의 합리성의 유
무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는 법리가 실무상 정착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에, 학설도 노동시장 및 기업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취업규칙을 통
한 근로조건의 합리적 변경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
하여 다양한 법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던 중, 2007년 말
에 제정된「노동계약법」은 변경된 취업규칙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종전에 최고재판
소가 제시한 불이익 변경에 대한 합리성 판단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이 문제는 새로
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3. 노동계약법상의 취업규칙

⑴ 노동계약법과 취업규칙의 효력

일본에서는 수년간 논의되어 오던「노동계약법」이 2007년 11월에 제정되어, 2008
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27) 노동계약법은 노동관계에 있어 취업규칙의 역할
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근로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과 함께, 취업규칙
에 대한 판례법상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하여28)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을 정함에 있어, 노동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대한 규
제와 연계하여 합리적인 룰(rules)을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종전의 노동기준법
상의 취업규칙의 최저기준효과(제93조)는 순수하게 근로계약에 대한 취업규칙의 효력
을 규정한 것(민사적 효력)이므로 노동계약법으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취업규칙을 둘러싼 종전의 논의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계약으로 볼 것인가가 출발점이 되었는데, 노동계약법제의 제정으로
26) 이정(역),『일본노동법』, 법문사(2007), 118쪽.
27) 일본 노동계약법의 성립배경 및 그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송강직, “일본 근로계약법 소고”,『노동법논총』제13집
(2009) 및 이정, “일본 노동계약법의 성립배경 및 주된 내용․논점에 관한 연구”,『외법논집』, 제32집(2008), 135
쪽 이하 참조.
28) 노동계약법안에 대한 국회심의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사이에 노동계약에 대한 취업규칙의 효력 부분에 대
해 “판례법리를 가감 없이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이 기본입장”임을 확인한 바 있다(2007년 11월 20일『参議院厚生
労働委員会』. 菅野和夫,『労働法』, 弘文堂(2008), 108쪽, 각주12를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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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적어도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 짓게 되었다.29) 다시 말
해서 노동계약법이 취업규칙의 법적 효력에 대한 종전의 최고재판소 판례를 명문화
함으로써,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이해하든 또는 계약으로 이해하든 상관없이 양자
의 견해를 수정한 노동계약법상의 법적 효력규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노동계약법은 어디까지나 취업규칙의 효력을 합의원칙
에서 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취업규칙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개별적인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30), 기본적으로는 계약설의 입장에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31)

⑵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원칙과 취업규칙

노동계약법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근로조건 변경원칙 및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명
확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2)
우선, 노동계약법 제8조(근로계약 내용의 변경)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합의로 근
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법 제3조 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원칙」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33), 동법 제9조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는「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취업규칙
을 변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 동법 제10조는「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변
경 후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취업규칙에 의한 변경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노동

조합 등과의 교섭상황 그 밖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계된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29) 菅野和夫,『労働法』, 弘文堂(2008), 108쪽.
30) 노동계약법 제6조(근로계약의 성립)는「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되어 근로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
여 임금을 지급할 것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한 다음, 동법 제7조는「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
지시킨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그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있
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에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1) 같은 취지; 菅野和夫,『労働法』, 弘文堂(2008), 108쪽.
32)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제목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되어 있지만, 이 규정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
조건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함).
33) 노동계약법 제3조(근로계약의 원칙)는「①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근거하여 체
결, 변경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의 실태에 따라 균형을 고려하면서 체결, 변경하여
야 한다. ③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과 생활의 조화에도 배려하면서 체결, 변경하여야 한다. ④ 근로
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준수함과 동시에 신의에 쫓아 성실히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거하여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근로
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로 ‘취업의 실태 및 일과 생활의 조화를 배려’하면서, ‘신의성실 의 원
칙’ 및 ‘권리남용의 원칙’에 따라 행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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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조건은 그 변경 후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
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서는 변경되지 아
니하는 근로조건으로 합의한 부분에 관하여는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전조의「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의 원칙」에 대
한 예외로써 종전의 최고재판소 판례 법리를 그대로 명문화한 다음, 개별적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 법리가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동
조 단서).

4.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⑴ 노동계약법 제10조의 의의

노동계약법 제10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
경하는 경우, ① 변경된 후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당해 취업규칙
의 변경이 합리적일 것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합의를
통한 근로조건 변경의 예외로써 변경된 취업규의 내용이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된다
고 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에 대한 판례법상의 법리를 명문화하였다.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룰을 입법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34)
첫째, 종전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둘러싸고 ①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고전적 계약설)와, ② 취업규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한, 근로조건의 통일적․집합적 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
다고 한 판례법상의 견해가 병존하고 있었는데, 노동계약법은 후자인 판례법상의 법
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룰을 투명하게 일원화하였
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에 대한 판례법상의 법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기
본적으로는 계약법적인 입장에 있음을 확인하면서도(제9조), 예외적으로 근로조건을
통일적․집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상 이미 정착된 판례법상의 법리를 명문화함
으로써, 이를 둘러싼 법리적 논쟁이 일단락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위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보는 견해(법규범설)에 의하든 아니면 이를 계약으로 보는 견해(계약설)
에 의하든 법적․논리적 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판례는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는데, 최근의 학설 중에는 고용보장을 전제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34) 이 점에 대해서는 荒木尚志=菅野和夫=山川隆一,『詳説･労働契約法』, 弘文堂(2008), 118쪽 이하 및 荒木尚志,
『労働法』, 有斐閣(2009), 325쪽 이하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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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고용의 안정)과 계속적․조직적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조건의
변경은 필요하다는 점(고용의 유동화)에 비추어, 양자에 대한 절충 또는 조정의 법리
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판례법상의 법리의 타당성을 긍정하려는 경향
마저 나타나게 되었다.35)
이러한 가운데 노동계약법은 제16조36)에서 고용안정과 관련하여「해고권 남용법
리」를 규정함과 동시에, 동법 제10조에서 그 동안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온「취
업규칙에 의한 합리적인 변경법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소위 일본형(日本型) 고용정
책을 법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37)
셋째, 근로조건의 변경문제를 집합적․통일적 근로조건의 변경법리인「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법리」에 전면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
는 개별특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계약법리가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동법 제10조 단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법리에 대해서는 그 대상범위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았으
나, 학설상으로는 집단적 근로조건의 변경법리 및 개별적 근로조건의 변경법리에 대
한 비교법적인 분석과 일본의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다음, 취업규
칙법리의 사정거리는 집단적․통일적 변경의 경우에 한정되며, 개별특약에 의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점
에서, 노동계약법 제10조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법리의 사정거리를 근로조건의 안정과의 균형을 가지도록 계약법리와 조정을 신
중히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38)

⑵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이 효력(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취업
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것, ② 당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취업규칙 변경이 합리적일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요
건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다.39)
예를 들어 취업규칙변경이 이에 대한 합리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속력을 가진다
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효력은 부인되며, 합리성이 결여
된 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40) 또한 노동계
35) 荒木尚志=菅野和夫=山川隆一,『詳説･労働契約法』, 弘文堂(2008), 119쪽.
36) 노동계약법 제16조(해고)는「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결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荒木尚志,『労働法』, 有斐閣(2009), 326쪽.
38) 荒木尚志=菅野和夫=山川隆一,『詳説･労働契約法』, 弘文堂(2008), 119쪽; 荒木尚志,『労働法』, 有斐閣(2009), 326
쪽.
39) 岩出誠『早わかり労働契約法』, 2008, 55쪽.
40) 다만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 자체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노동계약법 제10조가 아니라 제8조 내지는 제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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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법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업
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
노동계약법 제10조는 제9조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근로조
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9조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
로, 제10조의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룰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41) 취업규칙 변경이 객관적으로 유리한 변경인 경우에
는 동법 제12조42)에 의하여 근로자의 동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이 근로계약을 규율하게 된다.
위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경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로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로시간
을 연장하는 경우와 같이 불이익 변경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문제는 이러한 실질적인 불이익 변경 여부가 명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일
본의 최고재판소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유무는 변경의 합리성(상당성)에서 고려하며,
재판실무에서는 대체로 신구(新舊) 취업규칙을 외형적으로 비교해 볼 때 불이익한 것
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
다.43)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불이익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제도의 구속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
기 때문에, 불이익의 가능성을 포함한 실직적인 불이익의 정도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법리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44)
취업규칙의 변경에는 기존의 취업규칙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규
칙에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취업
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새
로운 취업규칙으로 변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상 합의된 근로조건 및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 노사관행상의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을 통하여 변경하는 경우
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45)
문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菅野和夫,『労働法』, 弘文堂(2008), 113쪽 이하).
41) 菅野和夫,『労働法』, 弘文堂(2008), 115쪽; 荒木尚志,『労働法』, 有斐閣(2009), 327; 山川隆一, “労働契約法の制
定─意義と課題”,『労研』, 第576号(2008), 11쪽. 한편, 노동계약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에는 불
이익한 변경뿐만 아니라 유리한 변경도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土田道夫,『労働契約法』, 有斐閣(2008),
512쪽).
42) 노동계약법 제12조(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근로계약)는「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여 취업규칙의 ‘직접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43) 荒木尚志=菅野和夫=山川隆一,『詳説･労働契約法』, 弘文堂(2008), 121쪽.
44) 荒木尚志,『労働法』, 有斐閣(2009), 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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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노동계약법 제10조는 취업규칙 변경한 다음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다. 주지시킨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근로자와 합의 없이」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
로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제8조(내지는 제9조의 반대해석)의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에 주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제시하여 근로자의 합의를 얻은 경우에도 제8조의 합
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된다. 제10조는 이러한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룰을 정한 것이다.46)

③ 취업규칙의 변경내용이 합리적일 것
취업규칙 변경이 구속력을 가지려면「변경된 내용일 합리적인 경우」에 한한다.
합리성 판단에 대해서는, 위에서도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판례법리가 축적
되어 현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례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합리성 판단에 대한 총결산’이라고 할 만한「第四銀行事
件」47)에서 ①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②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의 내용 및 정도, ③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 대상조치(代償措置) 및 기타 관련되는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 노동조합 등
과의 교섭경위, ⑥ 다른 노동조합이나 종업원의 대응, ⑦ 동종 사항에 관한 일본사회
의 일반적 상황 등 7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계약법 제10조는 이러한 판례법상의 판단기준에 따라 ⑴ 근로자가 입게 될 불
이익의 정도(위의 ①), ⑵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위의 ②), ⑶ 변경된 취업규칙 내
용의 상당성(위의 ③④⑦), ⑷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상황(위의 ⑤⑥), ⑸ 기타 취업규
칙 변경에 관련된 사정 등 5개 항목으로 판단기준을 요약․정리하여 규정하였다. 따라
서 종래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합리성’의 판단기준은 제10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해석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48)
45) 荒木尚志,『労働法』, 有斐閣(2009), 329쪽.
46) 노동계약법의 입법과정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된 이후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지’ 이외에 ‘의견청취’ 및 ‘신고의무’
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주지된 경우, 가령 근로자들
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및 신고의무를 충족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약법 제8조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합리성 판단(제10조)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이에 구속되게 되므로, 이는 근로조건의 집단
적․통일적 처리라는 취업규칙의 구속력 판단에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 시에는 의견청취 및 신고의무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항(요소)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荒木尚志=菅野
和夫=山川隆一,『詳説･労働契約法』, 弘文堂(2008), 124쪽).
47) 第四銀行事件, 最二小判 平成9. 2. 28,『民集』第51卷 2号, 705쪽.
48) 이에 대해서는 荒木尚志=菅野和夫=山川隆一,『詳説･労働契約法』, 弘文堂(2008), 125쪽 이하 및 荒木尚志,『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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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이는 당해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이익 변경을 보다
넓게 인정하나,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은 노동계약법 제10조의 합리성
심사에 구속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이익
이 발생할 가능성만이 존재할 경우에는 ‘불이익의 정도가 낮은 경우’로 고려하게
된다.

b.「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
이는 사용자가 현재 근로조건을 유지하지가 곤란한 것을 의미한다. 필요성에는 정
도의 차가 있으며, 변경된 내용의 상당성과 비교형량(比較衡量)하여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c.「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이는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그 자체의 상당성,
경과조치의 유무․내용, 대상조치 기타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동종 사항에
관한 일본사회의 일반적 상황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이 여기에 해당
한다.

d.「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상황」
이는 당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 측과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를 의미한다. ‘노동조합 등’에는 다수노조, 소수노조, 노사위원회, 과반수 대표 및
기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 집단 등이 이에 포함되며, 이들과의 교섭상황 전
부가 고려 대상으로 된다.
이에 대해「노동법제연구회 보고서」49)및「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 노동조건분
과회 보고서」50)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사위원회의 합의․결의가 있는 경우에
는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제안이 있었으나, 판례법리를 그대로 입
법화한다는 취지에서 최종적으로는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상황은 합리성 판단의 한
요소로 고려하는 쪽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51)
働法』, 有斐閣(2009), 331쪽 이하를 주로 참조함.
49)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今後の労働契約法制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座長･菅野和夫教授・現日本中央労
働委員会・会長), 2005, 30쪽.
50)厚生労働省労働政策審議会労働条件分科会,『労働契約法制及び労働時間法制の在り方について(案)』2006; 荒木ほか
『契約法』, 262쪽.
51)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이 합의한 경우,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은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까?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전술한「第四銀行事件(1997)」에서 “다수노조와 합의를 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노사 간의 이익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로써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할 수 있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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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타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된 사정」
이는 위에서 나열한 4가지 요소 이외에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약법 제1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시의 의
견청취 및 신고의무는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상황’이나 ‘취업규칙 변경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합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3)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 및 예외

① 계약내용의 변경효력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합리적이며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경우, 노동계약법 제
10조 단서조항의 ‘개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다시 말해서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나 또는 ‘이에 반대
한 근로자’도 변경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52)
이러한 효과는 재판실부에서 이미 확립된 법리를 수용하여 제정된 노동계약법 제
10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효력으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로부터 당연히 도출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조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 규정 또한 아니다.
노동기준법은 이러한 필요성에서 특별히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의 강행적 효력과 보충
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님
과 마찬가지이다.53)

② 계약내용 변경효력의 예외-개별 특약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계약법 제10조 단서조항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서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으로 합의한 부분
에 관하여는 제12조(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소위 개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시하여, 다수노조와의 합의(교섭)는 다른 요소와는 달리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합리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견
해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후 유력한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위 판결 이후「みちのく
銀行事件(2000)」에서 다수노조와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합리성을 부정하였기 때
문에, 이러한 입장은 부정되었다고 보는 견해와 이 견해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荒木尚志, “就業規則の不利益変更と労働条件”,『労働判例百選』(第7版), 58쪽). 이러한 논의는 노동계약법 제10
조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
서는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다수노조와의 교섭상황을 중시하여 판단할 가능성
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집단적․통일적 근로조건의 변경을 논하는 이상, 당해 변경이 집단적 노사관계
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菅野和夫,『労働
法』, 弘文堂(2008), 117쪽; 荒木尚志,『労働法』, 有斐閣(2009), 333쪽).
52) 노동계약법 제10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의 구속력(기존 근로자에 대한 변경의 구속력)과 취업규칙 자체의 유효
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예컨대 변경된 취업규칙이 제10조의 합리성을 결하여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구속력이
부정되더라도 당해 취업규칙 그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취업규칙도 주지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동법 제7조의 효과(계약내용의 보충) 및 제12조의 효과(최저기
준효력)를 가진다.
53) 荒木尚志,『労働法』, 有斐閣(2009),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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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취업규칙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① 취업규칙의 합리
적 변경법리가 근로조건의 집단적․획일적 변경을 위한 룰로써 전개되어온 점, ② 개
별 특약에 의하여 합의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취업규칙법리의 적용을 인정한 예가
없다는 점, ③ 직장생활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명문으
로 취업규칙의 합리성 변경법리의 사정거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리가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한 것이다.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전국에 배치전환이 가능케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경우, 이 조항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면 모든 근로자
가 이에 구속되게 된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으로는 할 수 없는
근로조건으로써 ‘근무지 한정’과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노동계약법 제정의 의의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1) 노동계약법 제정의 의의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기업에서 취업규칙이란 ‘소법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직장 내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노동기준
법은 취업규칙에 대해 일정한 효력(강행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법적 규제(취업규칙에 대한 작성의무 및 변경절차 등)를 해왔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근로관계는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거
듭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기준법상의 제한된 규정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었
다. 특히 기업을 둘러싼 고용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계속적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취업규칙의 변경법리이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법규범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계약으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어느 견해도 논리적
약점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객관적으
로 합리성이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을 둘러싼 논의는 혼미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위 견해를 일관되
게 지지해온 결과 적어도 재판실무상에는 판례법리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노동계약법의 제정은 첫째, 이러한 종전의 판례법상의 법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그
동안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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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싸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합리성 판단기준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룰을 투명하게 하였다
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계약법 내에「해고권 남용법리」를 명문화하여 고용의 안정(security)을
도모함과 동시에,「취업규칙에 의한 합리적인 변경법리」도 함께 명문화하여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을 꾀함으로써, 소위 일본형(日本型) 고용정책(employment policy)을
법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
위에서는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주로 일본의 법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도 취업규칙에 대해 여러 가지 규
정을 두고 있는데, 일본의 취업규칙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결과 상당부분 유사한 내
용으로 되어 있음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
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이처럼 ‘집단적 동의조항’을 두고 있
는 이유는 사용자가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체계는 일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긍
정적인 면도 있으나, 새로운 고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인 차원에
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일본법제와의 비교법적
인 시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만 지적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절차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법리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계약원리에 대한 사형선고’라
는 비판54)도 있지만, 적어도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보다는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을
통한 해결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일본처럼 고용의 안정화 차원에서 해고를 제한함과 동시에 취업규칙을 통한 합리
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을 인정함으로써, 고용에 대한 안정성과 유연성에 대한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유․불리 여부를 법해석상 근로자 측
에서만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 불리한 변경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에 유리한 변경까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반대하는 한 취업
규칙을 통한 근로조건 변경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54) 労働法学者有志の声明文, “禍根を残す就業規則変更法理の成文化”,『労旬』1639․1640号(2007),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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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거나 법리를 개발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취업규칙 변경 시의 동의주체를 둘러싸고 취업규칙을 계약으로 볼 것인가(계
약설) 아니면 법규범으로 볼 것인가(법규범설)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모든 근로자(비조합원 포함)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위임을 한 경우에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후자의 관점에서
보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집단적 동의를 요구하는 근기법 제94조 1항 단서는
법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경
우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의 법리에 따라 이를 긍정할 수 있
는 여지도 있다. 하지만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그 입법취지를 둘러
싸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55)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다수노조가
동의한 경우에 일반적 구속력으로 인하여 다수노조의 취업규칙이 소수노조에게도 그
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노조에 의한 소수노조의 약체화(弱體
化)를 합법화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5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많은 부분은
들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가 허용되고 있기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없으나,
례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556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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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업 내에 소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이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복수노조
복수노조가 병존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학설·판
내용은 이 정(역),「일본노동법」, 법문사(2007),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에 대해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 및 불
이익 변경법리는 일본의 노동기준법 및 판례법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어 내용면에
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취업규칙의 불이
익 변경시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소위 집단적
동의절차를 규정하면서 법제와 판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집단적 동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회통념
상의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례법리가 형성되면서,
사법적 해석이 강행법규에 우선하는 법체계상의 모순이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
론 사법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매우 예외적이고 한
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법제도상의 모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
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공평하고 통일
되게 설정함과 동시에, 직장규율을 규칙으로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경
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에도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종업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집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많은 기업
에서는 취업규칙이 노동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거의 유일한 준칙이 된다. 이처럼 취
업규칙은 기업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에 대해 가능한 한 ‘노사대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절차인데, 이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유럽
처럼 종업원대표제 등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근로자들의 참여절차를 규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
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는 결정적으
로 다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이처럼 ‘집단적 동의조항’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체계는 일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
도 있으나, 새로운 고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일본처럼 근로자집단의 동의 여부를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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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요소로 해석하는 절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집단적 동의방식에
대해서도 자칫 소수노조나 무노조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이 합리적이고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과거 일본에서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는데, 주로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각기 상이한 근로조건(정년 및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관련 규정 등)의 통일화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고
령자법의 개정으로 인한 법정 정년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 의견이 격렬하게 대
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앞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 배경에는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정년
을 연장하기 이전에, 기업레벨에서 노사가 자율적․선제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
록 충분히 협상의 여지를 두고 법정 정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타협이 선행하는 형태로 법정 정년제를
도입함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끔 임금체계의 개편을 포
함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를 박탈한 것이 작금의 취업규칙의 불
이익 변경을 둘러싼 분쟁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60세 정년제가 정착되기도 전에 이미 정치권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향후에는 정년연장에 앞서 노사가 협상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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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기업경영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의
필요성과 청년채용 확대방안

이 지 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 서 론
o 본 연구는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과 청년채용 확대 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함.
¡ 정년 60세 연장 입법화의 사회경제적 배경
¡ 정년 60세 법안 안착을 위한 쟁점 사안
¡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ü 이론적 배경 : 노동생산성과 임금간의 균형에 근거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방안
ü 현 협약정년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간의 관계
ü 의무정년 60세 시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과 그 효과 분석
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ü 임금피크제 도입을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청년 신규채용확대 방안

2. 정년 60세 연장 입법화의 사회경제적 배경
o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 소위 정년 60세 법안 - 일부 개정안(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3)은 우
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고령인력의 취약계층화와 정부 재정부담 과중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과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으로 간주됨
¡ 우리나라는 1970년대 10%대, 1980년대 9%, 그리고 1998년 IMF 경제위기 이전까
지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 ~ 2007년 까지 3.3%, 그리고 2008년 ~ 2014년 지난 7년간 3.0%의 평균
경제성장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서 저 성장기로 진입하였
음(한국은행, 2015).
¡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급속도록 고령사회와 초 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나아간다면,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사회, 그리고 201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임
(통계청, 2009).
ü 우리나라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산 현상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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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출산율 4명대에서 2명대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1명대로 진입하여 현
재 1명대의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음.
평균수명은 1970년 61.9세, 1980년 65.7세, 1990년 71.3세, 2000년 76세, 그

ü

리고 2012년 81.4세임. 매 10년 마다 평균 5세가량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ü 특히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4.6%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 (1955년생 ~ 63년생)의
고령화는 우리사회 고령화현상을 가속화 함.

3. 정년 60세 법안 안착을 위한 쟁점 사안
o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년 60세 법안이 조기 입법화로 인한 고용시장
과 기업에의 부담 초래 가능성이 존재함.
¡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사회에 진입한 1994년 정년 60세
법안을 입법화 하여 4년 이후인 1998년에 정년 60세 연장 법안의 전면적으로 실행
하였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의 고령화를 준거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정년 60세 법안이 조기에 입법화 된 경향이 있음 (이지만 2011a, 2011b, 안희탁
2013).
<표 1> 일본과 한국의 고령화속도를 비교한 정년60세 의무화 적정시기 >
일 본
구 분

고령화율
(고령화단계)

’70년~

7.0
(고령화사회)
13.9

’94년

(고령사회)

’06년

•고용연장 및 촉진을 위한 법∙제도

생산가능

고령화율

생산가능

인구비율

(고령화단계)

인구비율

68.9

3.3

54.6

69.7

5.7

70.4

•86년 60세 정년의무 노력
•89년 65세 계속고용 노력 의무
•60세 정년의무 법개정(’98년 법 시행)
•연금수급 연령 상향
•정년 60세 법 시행

’98년
’00년

한 국

17.2
20.4
(초고령사회)

•65세 고용확보조치 노력 의무

68.2

•65세 고용확보조치 의무화

65.9

7.3
(고령화 사회)
9.5

71.8
71.9

정년 60세 법안 입법화
(대기업 공공기관 2016년

’13년

시행 & 중소기업 201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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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법안 시행

’16년

14.3

’17년

27.0

60.0

’26년

30.0

59.0

’30년

30.8

58.4

23.2

64.2

’40년

35.1

53.8

30.2

58.0

’50년

37.8

50.9

34.2

54.4

(고령사회)
20.8
(초고령사회)

72.9
67.5

o 정년 60세 법안의 조기 입법화는 현재 정년이 짧은 기업들에게 많은 해결과제를 남
기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정년 60세 법안이 실행된 1998년 개별 기업들의 정년 60세 도입율은
93% 수준인 반면, 2010년 기준 정년제를 실시하는 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은 42.2%에 불과함.
¡ 2016년까지 60세까지 정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의 비중이 일정부
분 증가되지 않으며 정년 60세 법안이 초래할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따라
서 정년 60세 법안의 안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노·사·정이 정년 60세 안착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체계 개편에 상호 협력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년 60세 법
안이 안착 가능하게끔 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함.
¡

업종별 정년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60.1세, 부동산 및
임대업이 59.9세,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이 59.6세 순으로 평균 정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술개발 주기가 빠르거나 시장 유동성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 및 보
험·증권과 같은 금융업의 경우 대다수가 55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한국경제인
총협회, 2013).

o 우리나라의 연공급제 임금체계는 정년 60세 연장 법안 안착을 위해서는 “(노동) 생
산성과 (기업) 성과에 연동된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2008년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에서 연공급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2.7%, 직능급제와
직무급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7%와 13.2%로 나타남

¡

연공급제는 근속년수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함.

¡ 우리나라의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는 1년 미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20년 ~ 30년
미만의 임금이 313으로 다른 나라의 임금격차보다 매우 큼 (김동배, 2013. 재인용).
¡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정년 연장이 초래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 심각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비중이 가중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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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년 60세 혹은 65세 연장 정책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된 나라는 연공
급제 임금체계는 지닌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뿐임.
¡ 우리보다 먼저 정년 연장을 추진한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 정년연장으
로 발생하는 추가인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슈가 되지 않는 이
유는 서구 국가에서는 정년 연장 정책 입법화이전 부터 “생산성과 성과에 연동된
임금체계”가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연봉제 임금체계하에서 실시되는 정년 60세 법안이 초래할 기업의 인
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정년 60세 법안을 실행하기 25년 전부
터 노·사가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지원 정
책을 실시한 결과임.

4.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
(1) 이론적 배경 : 노동생산성과 임금간의 균형에 근거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방안
o Lazear (1979; 1981)의 Optimal wage profile와 a long-term wage stream에
의하면 특정 근로자는 젊었을 때는 자신의 한계 생산물 가치 (Value of worker’s
marginal product)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됨. 따라서 연령이 일정시점에 이르면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 간의
간극이 점점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특정 나이에서 고용관계를 하여야만 근로자의
생애 총생산성과 생애 총임금 간의 균형이 유지된다는 것임
¡ Lazear (1979;1981)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년이 55세인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생애 총 생산성과 생애 총 임금간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55세에 근로자가 퇴
직하여야 함. 이는 “정년 55세에 적합한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이 존재한 것임. 그
런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기존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년
60세에 적합한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함.
¡ 따라서 정년 60세로 연장됨으로 인하여 55세 퇴직하여야 할 근로자가 56~60세 동
안 계속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은 56~60세 기간 동안의 생산성에 적합한
임금을 수령하여야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은 유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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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협약정년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간의 관계
o <그림 1>은 Lazear (1979)의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나타내는 도표임.
<그림 1> 현 협약정년에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간의 관계

¡ 현재 협약정년을 55세로 가정할 때, 정년 55세 시대의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은
균형점 (e)을 중심으로 한 <면적 abe>와 <면적 cde>가 동일하여 근로자의 재직기
간동안의 임금과 생산성간의 균형이 형성함.
¡ “현 협약정년 55세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은 정년 60세 입법화 인하여 흔들리게
됨.
ü 현재의 임금곡선과 생산성곡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무정년 60세가 실행되면 <면
적 abe>보다 더 넓은 <면적 efg>와의 관계에서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됨. 결국 근로
자들은 협약정년 55세에서 의무정년 60세로의 연장으로 인하여 <면적 cdfg>만큼의
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하게 됨.
o 위와 같은 노동생산성과 임금간의 불균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경쟁력 약화 초
래로 인하여 지속되기 힘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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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무정년 60세 시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o <그림 2>는 협약정년 55세가 의무정년 60세로 연장 시 적합한 임금곡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 곡선 변화

¡ 협약정년 55세 때 균형점 e를 기준으로 균형을 유지하였던 <면적 abe>와 <면적
cde>간의 관계는 정년 60세 입법화 인하여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됨.
¡ 의무정년 60세 시대의 노동생산성과 임금관계 균형은 <면적 abe`>와 <면적 fhe`>
로 재구성됨. 이 때 협약정년 55세 때 <균형점 e>는 의무정년 60세 때 <균형점
e`>로 이동하게 됨.
¡ <균형점 e -> e`>로의 이동은 정년55세 때의 <임금곡선 ag>가 <임금곡선 ah>로의
전환을 수반함.
¡ <임금곡선 ag>에서 <임금곡선 ah>로의 이동은 현재의 호봉제적 임금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봉제적 임금체계를 생산성과 성과에 연동된 ‘직무성과급 임금
체계’ 혹은 ‘능력성과급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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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금곡선 ag>에서 <임금곡선 ah>로 이동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제임.
o <임금곡선 ah>로 이동하여도 근로자의 생애 총임금은 협약정년 55세에서 의무정년
60세 사이의 노동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총액 만큼 증가하게 됨.
o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기업은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해소가 불
가능하게 되며, 나아가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됨.
o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능력급 혹은 직무급 임금체계로의 전환에 소요되는 오랜 시간
과 내년 2016년에 시작되는 정년 60세의무화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년연
장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추가인건비 경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단기적인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함.
¡ 정년 60세 연장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약 115조 가량임.
¡ 향후 3년간 정년 60세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았다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근로자가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재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약 30만명임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은 향후 더욱 어려워 질 것임. 이는 청년 실업률 악화의 원인
으로 작용할 것임.
o 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
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신규채용의 확대는 “장년
의 60세 까지의 고용안정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쟁력 향상 – 청년 일자
리 창출”로 선순환 고리가 형성됨.

5.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과 그 효과 분석
(1)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o <그림 3>은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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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o 현재의 협약정년 55세에서 2016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면서 발생하게 될 추
가 인건비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첫째, <그림 3>에서 나타나 있듯이 현재의 임금곡선이 연공급제에 의하여 정해지는
<선분 aedg> 임.
ü 사례 ① : 정년 60세 연장 입법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퇴직하게 될, 다시 말해
정년연장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인력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과잉인력일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비용은 최대 <면적 dgxy>가 됨.
ü 사례 ② : 정년 연장되는 인력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일 경우에는, <임금곡
선 dg>와 <생산성 곡선 cf>간의 차이인 <면적 cdfg>가 됨.
¡ 사례 1과 사례 2의 경우 모두 기업의 추가 인건비 발생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임
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곡선을 <선분 dh>로 전환할 경우 <면적 dgh> 만큼 인건
비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음.
ü 사례 ①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사례 ②에 해당되는 기업 보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 부담이 크게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혹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는 더욱 클 것임.
¡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경영자는 정년연장되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임금
곡선과 생산성곡선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년 연장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
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
o 정년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임금삭감’으로 간주하는 주장은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의 ‘생애총임금의 증가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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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생애 총임금은 최대 <면
적 dhxy> 만큼 증가함.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청년 신규채용확대 방안
o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2월 청년층 (15~29세) 실업률은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리 수치인 11.1%를 나타내고 있음.
o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청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지만 등 (2012) 연구에 의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없이
정년을 연장한 기업에서는 청년고용이 7.3% 감소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청년고용이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고용노동부, 2015)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에선 신규 채용한 사람 가운데 3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이
50.6%로 도입하지 않은 곳(4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 <그림 3>에 나타나 있듯이 정년 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면적 dgh> 이
며, 본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정년 연장되는 장년의 임금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금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장년 일자리 상생 모델” 개발이 필요함. <그림 4>
은 청·장년 일자리 상생 모델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4> 청·장년 일자리 상생을 위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그림 출처 : google.co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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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은 초봉과 말봉 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3배인 기업에서 정년연장의 혜택
을 보는 근로자의 임금을 1/3 조정하여,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하
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ü 초봉과 말봉 근로자들의 임금격차가 3배인 기업에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 근로자의 임금을 1/3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초봉과 말봉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가 3배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 정년연장 근로자
의 임금을 조정하여 청년 신규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조정 폭이 과다할 수 있
음. 예를 들어, 초봉과 말봉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5배인 경우 정년연장 근로자
의 임금을 조정하여 청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40%의 임금조정이
필요함.
ü 청년층 신규채용을 하기 위한 정년 연장 근로자의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경
우,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 제도를 활용 혹은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삭감되는 임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o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병행 실시할 경우 절감되는 인건비로 창출되는 청년 신규 일자리
로 인하여 ‘장년-청년 세대 간 상생 모델’ 정착을 가능하게 함.
¡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한 사업장일수록 노·사 협력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노·사 협력 관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의 합의로 인건비를 절감하며,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 신
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6. 결론
(1) 요약
o 2013년 입법화된 정년 60세 연장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사회화와 조만간 직면
하게 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
성되어 있음. 그러나 법안의 입법 시기와 기업에 미칠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는
입법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음.
¡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정년 60세 법안의 입법화가 4~5년 정도 조
기 실행된 경향이 있음.
¡ 정년 60세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향상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
기 위한 절충적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강
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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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한 조치임.
ü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이 동시에 사회적 이슈인 나라는 ‘호봉제적 임금체
계’를 가진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 뿐임.
o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채용확대 방안
v 노동생산성과 임금 균형에 근거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 Lazear (1979;1981)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정년이 55세인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생애 총 생산성과 생애 총 임금간의 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55세에 근로자가 퇴
직하여야 함. 이는 “정년 55세에 적합한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이 존재한 것임. 그
런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기존 균형이 무너지면서 “정년
60세에 적합한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함.
¡ 따라서 정년 60세로 연장됨으로 인하여 55세 퇴직하여야 할 근로자가 56~60세 동
안 계속 근무할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은 56~60세기간 동안의 생산성에 적합한 임
금을 수령하여야 ‘생산성과 임금의 균형’은 유지될 것임. <그림 1>에서 <그림 2>로
의 변환이 필요함.
¡ <그림 1>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내포한 <그림 2>로의 전환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
기에, 단기적인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포한 (그림 3>으로의 전환이 필수적
임.
¡ 정년연장과 병행한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은 정년 60세 시대에 적합한 임금체계를 찾아가는 당연한 과정임.

v “청·장년 일자리 상생모델”개발을 위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 정년 연장되는 장년의 임금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장년 일자리 상생 모델” 개발이 필요함.

(2) 정년 60세 시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채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o 본 발제문은 정년 60세 법안, 임금피크제 실행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임금정책,
그리고 고직급·고연령 과잉인력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성공적인 실행을 몇 가
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지만 2013a, 2013b, 2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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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정년 60세 법안의 안착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임금피크제 실행과 임금체계 개선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라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에 대한 노·사간의 공감대과 신뢰 형성에의
최선이 필요하다.
¡ 둘째,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임금정책으로 임금피크제 실행 및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노·사 합의를 원만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애 총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임금이 결정
되는 임금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ü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자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60
세 정년 안정과 생애총 임금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필
요함.
¡

마지막으로 정년 60세 법안 실행으로 발생 가능한 고직급·고연령 근로자의 과잉인
력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연령 근로자의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이지만․정승화, 2007) 과 함께 현재 ‘정년 55세 인
력관리 시스템’에서 향후 ‘정년 60세 인력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o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채용확대를 위한 방안
¡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특히 사례 ①의 경우, 정년연장으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신규채용에 사용하면, 기업
의 인건비 부담 완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청년
신규채용 확대는 향후 기업의 주역이 될 인력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음.
¡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 가능한 빠른시일 내 신규 채용된 청년들이 자신의 임금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 활동을 할 수 있는 효과적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
과를 추구하는 인력관리 시스템 정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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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정년연장 비용과 임금피크제 시사점

우 광 호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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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
o 노동시장 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속적 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및 근로자 보호의 동
시 달성
단순히 지금 당장의 일자리 창출 또는 근로자 보호만이 목표라면 강력한 규제로 달성
가능
Ÿ

기업에게 강제로 청년고용을 할당하는 것과 같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즉각적
인 일자리 창출 가능

Ÿ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거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도록 강제한
다면 즉각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가능

그러나 직접적인 규제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
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하락시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의 지속성도 훼손
Ÿ

강제로 고용창출을 할당할 경우 과도한 노동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
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짐.

Ÿ

강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를 없앤다면 정규직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않
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는 위축되어 일자리가 감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
용가능성은 더욱 낮아짐.

Ÿ

이러한 규제만능적 접근은 기업경쟁력 하락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노동시장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유연성과 안정성(또는 공정성)의 균형 달성이 되어야 함.
Ÿ

유연성 제고는 (i)일자리 창출, (ii)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이며

Ÿ

안정성(또는 공정성) 제고는 (iii)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혁

Ÿ

안정성만 강조하면 일자리 위축, 기업경쟁력 하락 우려가 있고 유연성만 강조하면 고
용불안 가능성이 있음.

Ÿ

양자가 동시에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노동시장 개혁의 3가지 목표를 달성 가능

o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초기에 비해 유연성과 공정성(또는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점차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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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기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유연성과 공정성(또는 안정성)의 측면에서 균
형이 잡힌 것으로 판단됨.
Ÿ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정착, 취업규칙 변경 기준 및 절차 명확
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Ÿ

능력 중심 인사관리 정착: 능력 중심 채용, 일반해고 절차·기준 명확화

Ÿ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기간제 기간 연장(2년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의무는
유지), 파견확대, 비합리적 비정규직 활용 관행 개선

Ÿ

현안 과제 입법화: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Ÿ

합리적 노사문화 정착: 불합리한 단협 개정 지도, 합리적 고용질서 준수

Ÿ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확대, 출퇴근 재해보상,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강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개혁 1차 방안(2015.6.17.)에서 유연성에 관한 논의는 최우선 과제
에서 제외
Ÿ

청·장년 간 상생고용: 취업규칙 변경절차 명확화를 통한 임금피크제 확대 → 노동시
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우선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야 하지만 현재 논의에서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
럼 취급됨.

Ÿ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Ÿ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 제거

Ÿ

노사파트너십 구축

[2차 방안]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률 등 조치 필요 사항은 관계부처 협
의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연
되고 있는 상황
Ÿ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기간 연장, 파견범위 확대

Ÿ

능력중심 인력운영 시스템

Ÿ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및 효율화

Ÿ

노사정간 구체적 방안을 추가 논의키로 한 과제(산재보험,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제
도개선)는 연말까지 구체화

o 노사정 대화 복귀조건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이 부분적인 것에 그칠 우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제시하며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Ÿ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파견대상 업무 확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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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근로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
피크제 의무화 → 이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의 의사가 없다는 의미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이
슈는 장기과제로 미뤄지는 분위기
Ÿ

최근 청년고용문제와 임금피크제 등 (i)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산재급여 확대 등
(ii)근로자 보호 관련 이슈만 논의되는 분위기

Ÿ

취업규칙 변경 기준 명확화, 일반해고 기준 절차 명확화는 장기과제로 전환되는 분위기

Ÿ

뿐만 아니라 기간제 기간 연장, 파견 확대, 전환배치 및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경쟁
력 제고를 위한 이슈는 현재의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분위기

또한 정치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과잉정치화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이 부분적 개혁에
머물 가능성 증가
Ÿ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아버지 일자리를 빼앗아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표현으로 세대간 갈등을 강조

Ÿ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은 기업개혁이라는 주장이나 10대 그룹 사내유
보금에 1%의 청년고용촉진세로 부과 제안 등 노동시장 개혁은 과잉정치화 경향을 보임.

o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과잉정치화
방지 등 필요
해외 사례를 보면, 부분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Ÿ

1980년 제정된 근로자헌장(Estatuto de los Trabajadores)은 근로자 보호에 치중한 나
머지 경직적 노동시장을 발생

Ÿ

스페인 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을 저해

Ÿ

1984년 기간제 고용계약을 일반적 업무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신규사업의 전개를 위
해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제 고용계약을 허용

Ÿ

그러나 노동시장 경직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지는 못한
채 비정규직 규제만 완화
※ 해고제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근속연수 1년마다 2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
※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도 정부의 허가 필요
※ 모든 고용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형태로 인정하여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기
간제 사용은 극히 예외로 인정

Ÿ

이처럼 부분적인 노동시장 개혁은 부작용만 초래
※ 85~94년 사이 창출된 신규 일자리 288만 개 중 95%가 임시고용계약
※ 정규직 전환은 1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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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을 위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Ÿ

해고요건의 명확화, 취업규칙변경 요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정규직 노동시장의 과보
호를 완화하고, 동시에 기간제 사용 기간 확대, 제조업을 포함한 파견업종 확대 등
전 분야에 걸친 완전한 개혁을 추진해야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필요
Ÿ

노사정위를 통한 합의는 값진 것이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Ÿ

합의가 과도히 강조될 경우 부작용만 우려되는 합의를 위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과잉정치화·과잉이념화를 방지해야
Ÿ

노동시장 개혁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제고 및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
하는 것

Ÿ

과잉정치화·과잉이념화는 노동시장 개혁을 지연시키고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도 도
움 안 됨.

o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명확
한 기준과 근로조건 변경 요건을 법제화할 필요
근로자의 책임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업무 부적격·부적응 또는
저성과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관계 종료 법제 필요
Ÿ

근로계약 관계는 쌍방 간에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노무제공과 이에 대한 급부 제공
의무를 기반으로 성립

Ÿ

근로자의 근로제공 능력이 계약 당시 요구된 수준보다 현격히 낮을 경우 근로자의
행태상 책임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짐.

이를 통해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Ÿ

우리나라 정규직 개별해고 중 절차상 난이도는 3.00으로 OECD 평균 2.21보다 높고
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준

Ÿ

특히, 개별해고 통보 실시 지연 정도는 OECD 국가 중 체코, 포르투갈과 함께 1위

Ÿ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제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
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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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개별해고 중 절차상 난이도)

자료: OECD

이태리의 경우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
Ÿ

3월부터 시행된 ‘일자리 법안’에 따라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가
능성 확보

Ÿ

불법 해고의 경우에도 비록 보상금은 주지만 원직복직의 의무는 면제

Ÿ

정규직 고용에 대해 세제혜택 제공

Ÿ

그 결과, 2015년 상반기 정규직 일자리 창출 95만 개, 정규직 전환 33만 개, 비정규직
고용 감소, 전체 고용에서 정규직 비중 7.2%p 증가 (이탈리아 국립사회보장연구소
(INPS))

취업규칙 변경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법리
이며 이를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
Ÿ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더라도 대기업 노조의 경우 협의과정에 상당한 비용
과 시간 소요

Ÿ

또한 노사 간 합의된 내용도 법원에서 인정할지 미지수

Ÿ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노동환경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입법을 통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Q 통상해고)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를 법제화하는 대신 정부의 가이드라인
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Ÿ

추후 노사 간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Ÿ

단체협약을 통해 중층적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영
세기업 근로자의 고용해지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은 아닐지?

(Q 통상해고) 독일의 변경해고제도 하에서, 기업이 과도히 낮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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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
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Q 통상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저성과자의 해고 요건이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이 명
확히 법제화된다면 소위 말하는 ‘쉬운 해고’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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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노동시장개혁의 동향
2015년 박근혜정부는 집권 2년 반에 국정목표인 ‘고용율 70% 달성’의 고용창출을 위
하여 ‘노동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
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노동시장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임금과 근
로시간, 비정규직과 원하청 문제 등의 노동현안에 대하여 ‘패키지 합의 방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탈퇴로 결렬되었다.1) 여전히 정부는 경
제에 부담이 되는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의 단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속히 입법하고, 노동시장개혁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하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
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표명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6. 17)2)에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 법안심사소위원회(6. 17)에 관련된 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그 처리가 무산되었다. 사실 9월 정기국회가 물리상 관련 입법을
논의할 마지막 국회가 될 전망이다.3)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에서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추가해 노동시장의 유동화를 촉진하
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국내 노동법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고도의 경
제성장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노사정은 고용 현상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차이 등 근본적인 것에 논란이 있고, 단시간 내에
타협과 양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시장정책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노동시장개혁을 위하여 기본
방침과 개별사항으로 정년연장제, 해고규제 문제,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근로시간의 단축,
1) 결렬된 주된 원인으로 한국노총은 산하연맹 중 합의반대파(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산업노련, 공공노련 등)가 상
존하는 상황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선정하고, 이 중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등은 절
대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ⅰ)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2+2) 및 파견허용업무 확
대, (ⅱ)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연장근로, (ⅲ)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의 도
입, (ⅳ) 임금체계 개편, (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행정 개입(근로계약 해지 및
취업규칙 변경 관련 기준․절차 명확화)이다.
2)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 2015.6.17. 보도자료 참조.
3)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동수(8:8)로 구성되어 있고, 법안소위원회도 여야 동수(5:5)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
로, 정부 주도의 입법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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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법․파견법제)의 보호 등 법제도 변화가 필요한 노사 현안 쟁점을 살펴본다.

II. 노동시장개혁의 기본방침과 쟁점
1. 노동시장정책의 기본방침
향후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경쟁에 대처하고, 경제상황의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특정 기
업에게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노동시장정책의 역할은 적절하게
자율적인 노동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의 운
영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합치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연화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개혁의 기본방침은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경직된 고용과 관련된 법규를 크게 완화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근
로자의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 향후 근로자의 모델은 학교 졸업후 노동시장에 참가해 특
정 기업에 정규직으로만 일생(정년)을 근로하기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상
황을 고려해 보면 고용기회의 유지․창출에는 현재의 고용량을 나누는 ‘일자리 나누
기’(work sharing)의 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근로
방법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의 불안정, 경제적 자립
의 곤란, 직업경력 형성의 부족, 사회안전망의 불충분, 법령에 의한 최저 근로조건의 불충
분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과 임금 격차를 크게 확대시키
고 생활의 불안정을 확대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면서 노동시장개혁의 다양한 과제가 떠오르면서 검토되
고 있다. 노동시장개혁 자체에서도 노동시장의 수급조정 기능의 강화, 유연성의 확대, 사
회안전망의 정비가 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고, ‘자영업자’로 종사하고, 교육훈련에 참여해 일시적으로 취업에서
벗어나 가정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삶의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한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어쩌면 경영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책적 대응으로 종전의 기
본법의 개정과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념에 맞추는 관련된 노동법 개정과 이를 억제하는 노동법 규정이 병존함으로
노동시장개혁은 한층 복잡화해지기도 한다.4)

4) 향후 (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사회의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응한 고용정책과 일과 생활의 조화
이념, (ⅱ) 고용시스템과 인사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인사관리의 개별화․복잡화에 대한 대응, (ⅲ) 고령화 등 다
양한 고용형태 및 취업형태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및 장기 고용형인 정규직 중심의 사회적 제도의 중립화,
(ⅳ) 고용에서 고용형태가 아닌 취업형태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는 ‘평등원칙’ 내지 ‘균등처우원칙’의 확립(비정규
직의 임금차별 등), (ⅴ) 격차(차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균형 고려의 이념, (ⅵ)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에 대하여 노사가 실질적으로 대등한 근로조건의 결정․변경시스템에 대한 정비(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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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개혁을 주요 쟁점 점검
가. 정년연장제와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의 도입)
최근 급속한 고령화의 동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 대책이 초미의 국가적 과제로서 근로
자의 고용안정과 생산가능인구의 부족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정년 60세로 연장
되어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졌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고령자법) 제19조,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16년, 300인 미만 사
업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시행).5) 아울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불안, 청
년 고용이 축소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
무화하였다(고령자법 제19조의2 제1항). 하지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는 한 이를 실현하기란 실무상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에 단체협약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바, 당연히 노사 갈등이 우려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화는 정부
가 기업에게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소득보장의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방향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정치권과 정부가 무턱대고 정년만 연장해 고용절벽을 자초함으로 노사 및 국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
에서 정년연장이란 복병을 만나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서 40-50대 근로자들의 퇴직 바람
이 불고 있다.
이에,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라 임금을 축소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내지 ‘성과연
계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물론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은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불
과하고, 일본과 같이 정년연장제도화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도 없이 임금체계를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을 제한하는 입법화는 한계를 갖고 있다.6)
그런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근로조건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관련해, 1989년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 규정을 두고(제94조 제1항 단서),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제94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정
부는 이와 관련해 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해소와 노사갈등의 예방을 위하
5) 입법과정을 보면, 2013년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다. 당시 개정
안에 대한 논의 쟁점은 (ⅰ) 대상 기업규모 및 시행시기, (ⅱ) 정년의무화 예외사업․직종, (ⅲ)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였다. 같은해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ⅰ) 임금체계 개편 등에 임금
피크제 등 임금조정의 포함 여부, (ⅱ)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의 강행규정 여부, (ⅲ)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연
계 확보방안, (ⅳ)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문제제기 등 논의를 거쳐서 의결되었다. 최종
적으로 권고사항이던 고용촉진법 제19조의 정년규정이 ‘정년 60세 의무화’ 등을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
었다(일부개정 2013.5.22 법률 제11791호, 공포후 1년 경과후 시행).
6) 일본은 1994년에 ‘60세 정년제’를 도입한 지 20년 만인 2013년 4월부터 ‘65세 정년’의무화의 「고령자 등의 고
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동법 제9조(고령자 고용확보조치)에 의하면, ‘정년을 정하고 있는 사업
주는 (ⅰ) 정년연령 연장, (ⅱ) 계속고용제도(현재 고용한 고령자가 희망시 정년 후에도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ⅲ)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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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와 기준의 명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해 직면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7)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내용의 결정과 변경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
성’이 있으면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하지 않고 근로자를 구속한다는 룰을 형성해, 사용자
에게 유연하게 근로조건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추정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는 요건은 일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8) 이러한 합리성 판단과 인정의 핵심은 불이익변경의 필요성과 변경된 취업규칙의 조
항이 합리적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데에 있다. 이에 각각 인정 요소별로 합리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무리하게 차용하기 보다는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
우 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근로자의 정년보장이 조화를 이루는 차원에서 절충 또는 조정의
법리를 통하여 인정될 필요가 있다.9)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
여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대에 도움이 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 증진, 임금의 증가, 근로자집단과 성실하게 교섭했는지의 여부
등을 전제로 한다면 사업 경영상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일부 근로자에
게 일시적으로 불이익하더라도 항상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10)
나아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의무라는 ‘국가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11)
또한, 이를 기업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노사간의 권장 내지 지원대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그리고 베이비붐버의 정년
연장․재고용을 통한 60세 정년연장을 유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연계하는 정책은 시급
한 과제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특히,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있는 공간(가이드라인 제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의 ‘연공임금체계’(단일호봉

7) 고용노동부는 2015년 5월 28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미나행사장에서 노
동계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라면서 강력하게 저지해 무산된 일이 있다.
8)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
고 2002다57362 판결 ; タケダシステム 事件(최고재판소 1983. 11. 25, 勞判 418호, 21쪽). 大曲市農業協同組
合 事件(최고재판소 1988. 2. 16, 民集 42권 2호, 60쪽)).
9) 참조로 일본의 경우 노동계약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변경 후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취업규칙에 의한 변경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근로조건 변경의 필
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노동조합 등과 교섭상황 그 밖의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계된 사정에 비
추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인 근로조건은 그 변경 후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근로계
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서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으로 합의한 부분에 관하여
는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전의 최고재판소 판례 법리를 그대로
명문화하였다. 다만, 개별적 특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 법리가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10조 단서).
10) 김형배/박지순, 『노동법강의(제4판)』, 신조사, 2015, 169쪽. ;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
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권혁,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
편과 취업규칙 변경법리”,『최근 노동법 이슈와 쟁점에 관한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세미나 자료집, 2015.
4, 50-57쪽).
11) 羽後銀行 事件(최고재판소 2000. 9. 12, 勞判 788호, 23쪽), 函館信用金庫 事件(최고재판소 2000. 9. 22, 勞判
788호, 17쪽). ; 조상균, “일본노동법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판례법리와 최근의 동향”, 『법학논총』
제22권,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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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
거나 다양한 하이브리드 임금체계까지 고려한 실용적인 접근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12)
나아가 향후에는 정년을 ‘퇴직 크레바스’를 해소하고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일치하는 플랜(예, 시간제일자리의 활용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경영상해고 및 해고규제의 완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면 사용자는 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
록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였다(제24조). 그후 경영상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의무규정
(제25조 제1항), 부당해고시의 금전보상제도(제30조 제3항13)) 등을 신설하였다. 그런데, 최
근 국회의 여․야 모두가 경영상해고의 절차나 기준의 불투명성으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
해서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해고회피 노력의 구체화
와 우선 재고용의무의 확대 등 기업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정부도 경영상해고와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14)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
과 절차 명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국회 계류 중인 경영상 해고법안의 내용
쟁점

최봉홍(새) 김성태(새) 이종훈(새) 권성동(새) 강은희(새) 강기윤(새) 홍영표(민) 정청래(민) 김우남(민) 심상정(정)

경영상
필요 -

해고
회피
노력

협의
의무

요건 강화 -

-

요건 강화 -

구체화
( 근로시간 구체화
구체화
구체화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구체화
그
밖에
(근로시간단 단축,
단축,
단축,
그 밖에 노력)
그 밖에 그 밖에 축 등)
노력)
노력)
미이행 시 노력)
필요성부정

-

해고시기
협의
서면통보

우선 기간연장
재고용 (3→5년)

동종·관련
업무

필요성,
해고인원
등 협의

해고시기
협의

서면통보

서면통보

같은 직종

같은 직종

-

-

위반시
손배

-

요건 강화 -

구체화
(근로시간단
축 등)
-

-

미이행 시
필요성부정

요건 강화
구체화
(근로시간단
축 등)
미이행 시
필요성부정
90일 전

서면통보

해고정보
서면제공

-

-

-

위반시
손배

동종·관련
업무

동종·관련
업무
위반시
형사처벌 위반시
손배

해고정보
서면제공

12) 직무급 임금체계의 개편시 성과배분제의 활성화(우리사주제도의 개편과 현금 성과배분제 활성화),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완화 조치 등의 정책이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김동배, “임금체계 안 바꾸면 노사 모두 어려워진
다”(시론), 중앙일보 2015.1.23. 29쪽).
13) 금전보상제도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의 구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14) 해고회피노력의 구체적 예시, 근로자대표 협의사항 확대 및 서면통보 의무화,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우선 재고용 기회 확대(동일업무 → 동일 직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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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먼저, 경영상 해고시 절차 요건의 강화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
정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경영상해고문
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차원이므로 현행법 수준에서 판례의 추세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다만, 해고 자체가 목적
이 아닌 근로계약(근로조건)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
서 근로계약 (일부) 변경의 합리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경해지제도’를 도
입하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우선재고용의 ‘의무’제도(2007. 7. 시행)는 사용자가 경영상해고를 단행한 이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
고, 또한 해고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당해 해고근로자를 우선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재고용제도를 인정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재고용의무를 인정하는 범위
가 매우 확대되어 있는 점에 의문이 든다. 우선 재고용을 인정하는 기간인 3년은 매우 장
기간이어서 재고용의무를 근속연수와 업무수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재고용을
인정하는 범위를 다양화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5) 또한, 경영상해고라는 경
영판단에 대한 보완책으로 조직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
고, 임금․직급 등을 산정하는 데에는 유연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계해 사회정
책상의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의 한가지로 이른바 ‘금전보상제도’는 복직을 기대
하기 어려운 경우 원직복직을 강제하기 보다는 금전적 보상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기준 명확화를 위한 노·사·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분이 합의되
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
금전보상명령제도의 활용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에 해고분쟁 구제절차의 선택지를 확대
하는 관점에서 기업의 인사관리나 노사관계에 있어 행동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통한 분쟁예
방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부당해고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을 명령하는
대신에 노사 쌍방의 신청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소를 규정하는 이른바 ‘해고의 금전보상
제도(금전해결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16) 다만, 해고보상기준을 설정하는 문제(외국
입법례 등)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남용의 우려를 고려해 개별기업에서 사
전에 집단적 노사 합의(단체협약이나 노사위원회의 결의)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그 기준을 사용해 해결 금액을 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해고 분쟁시에 제소기간의 규정이 없는데, 이는 사용자가 인력수급계획에 차질
또는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해고 소송시 별도의 제소기간(3개월 정
도)을 설정함으로써 해고분쟁의 신속한 해결, 기간 경과로 사실관계가 불분명화해지는 해
15) 권 혁, ｢노동유연화와 해고보호법｣, 아산재단연구총서 제304집, 집문당, 2010, 319-342쪽.
16) 일본의 경우 근로계약법의 도입시 논의해 추후 검토가 되었다. 노동심판제도의 발전상황에서 보면, 해고분쟁에
대해서도 금전해결의 조정, 노동심판시 금전해결과 함께 근로계약의 해소심판이 가능하다고 해석됨으로 제도의
필요성은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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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쟁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17)

다. 임금체계의 개편과 통상임금의 해소
대법원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 사건18)에서 통상임금에 대하여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
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구비한 임금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예상과 달
리 통상임금의 문제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으로 노사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근에 많은 하급심 판례에서 법원간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재직자 한정 지급), 신의칙 적
용요건(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과 관련한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이에 노사 현
장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재)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
최근 정부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
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9) 이
에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서의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임금, 통상임금
등과 같은 근로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객관적인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벌칙 및 감독행정에 의해 이행을 확보해 왔다(<표 2> 참조).
<표 2> 통상임금 관련 노사정 의견 접근사항
ㅇ (개념정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
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
ㅇ (제외금품)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 제외 (구체적 유형은 시행령 위임)

이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노사간 임금체계를 균형되게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 노
사 갈등과 소송으로 인한 비용부담 등의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판례법리의 한계를 극복
하며 투명하고도 공정한 룰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으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노사 합의로 제외하도록 하고, 제외 수당을 근
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노사합의의 영역을 인정하
는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포함 임금’에 대하여 현행은 ‘정기상여금’
과 ‘복지적 성격을 지닌 월정급여’도 제외하고 있으나, 향후 개정된 통상임금의 범위와
17) 해고소송 제소기간은 독일 3주, 영국 3개월, 오스트리아 1주, 스페인 20일을 두고 있다.
18)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퇴직금),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
합의체 판결(임금).
19)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법률에 통상임금의 개념정의를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제외
금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접근된 상태이다. 제외금품의 예시(2014. 4월 환노위 노사정
소위 논의내용) : (ⅰ)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ⅱ) 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
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임금, (ⅲ)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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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시키는 입법이 요청된다.
라. 근로시간단축과 새로운 근로시간법제의 정비
최근에 근로시간단축 입법의 추진과정을 보면, 근로기준법상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 큼에도 철저한 준비과정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논란만 커지는 형국이다. 과연 이
러한 근로시간단축이 신규로 고용창출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산업 전반에 발생할 현실적
인 폐해를 외면한 채 입법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우려된다. 실제로 근로시간은 줄어들 확
률은 낮기에, 선진국의 실태와 비교법적 검토를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20)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량을 줄이되, 기업규
모별로 시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연장근로(주당 60시간)
를 한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병행해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21) 또한,
연장근로(12시간)의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안을 검
토하고 있다. 계절적 또는 불규칙한 생산수요 변동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6개월 단위의 탄력적 시간제를 확대하고, 업무수행 방법은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
량근로 대상업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2)(<표 3> 참조).
<표 3> 근로시간 관련 노사정 의견 접근사항
ㅇ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규모별 4단계 시행
ㅇ 특별연장근로는 사유(주문량 급증 등)․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상한(1주 8시간) 설정,
최종 시행단계 후 4년간 한시적 허용
ㅇ 근로시간 특례 업종 축소(26 → 10개), 남은 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등 장시간근로
개선 방안은 2015년 말까지 마련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 → 1개월, 3개월 → 6개월), 특별연장근로 허
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

이에 대하여 먼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문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
20) 다만, 노동법 개혁시 우리 법제와 외국(미국, 유럽연합, 구주제국, 덴마크모델, 독일, 프랑스, 영국,일본, 이태리
의 사례)의 법제 내지 인사실무가 상이한 점에 착안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사례가 있다. 외국
법제와 논의시 법제도의 전체적인 모습을 간과한 채 우리 법제와의 상이점에 착안해 외국에서 이루어졌던 법개
정을 해야 한다고 논의하기가 쉽다. 하지만, 외국법제는 각각의 고용시스템에서 형성된 노동시장 상황과 법률,
제도적 조건, 관습 등의 이유, 운용방법,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할 때에 비로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외국의 사례는 경제적 사정과 정치제도에 따라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화하면서 정책의
환경, 목표, 수단,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1) 현재 국회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즉시 적용 또는 3단계 ~ 6단계별 시행, 중복할증 제외 등 관련 법
안 6건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기본적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부분과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
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의 휴일근로 중복수당 지급 판결이 나온다면 향후 노동계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의 연장선상에서 단계적 근로시간 축소는 한국노총 5대 불가사항 중 하나라는 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22) 정부는 연구개발 직접 지원업무와 기획업무 중 일부 근로소득 상위자(예 : 25%) 등 대체로 연봉 5,800-6,000만
원 수준의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허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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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제1항). 현행
법에서 휴일근로가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아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현행 ‘근로기
준법’에 모델이 된 일본의「노동기준법」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배제하고 있다. 예를들어 할증임금의 할증률에 관하여 휴일근로
수당은 35%, 연장근로수당은 25%를 가산해 지급하고,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될 경
우에는 그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 35%만 가산 지급하면 된다
는 것이 일본의 행정해석과 학설의 태도이다. 즉 일본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더
라도 휴일근로수당 35%만 가산하면 된다.23) 법해석적으로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한 경
우에 할증임금은 휴일가산수당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이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
두 법정 근로시간외 근로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同性質)의 것이므로 다른 가산원인이 중복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에서 법정외 근
로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 연장근로로는 계산되지 않는다.
또한, 세계에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나라는 드물고,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에
관해서도 ILO(국제노동기구)는 권고기준으로 25%를 제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8시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25%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의 휴일근로
와 연장근로의 지나친 할증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연계해 근로시간법제의 전반적인 내용
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24)
그리고, 획일적 근로시간관리에서 업무방식과 성과에 연동된 합리적 근로시간관리제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무직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연장
근로를 적용제외해 일정한 연소득,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에 대한 배려를 포함된 노사 쌍
방이 납득할 수 있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제도’(White Collar Exemption, 근로
시간 적용제외제도)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5)
마. 비정규직의 보호 방안
(1) 기간법제의 기간 완화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포함)의 경우, 최근에 정부는『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등에 대하여 고용안정을 높여주고 처우도 개선하는 방향에
서 본인(35세 이상)이 희망시 근로계약기간 ‘2년’26)에서 4년까지 같은 직종에서 일할 수
23) 일본의 경우 그 근로가 야간근로인 경우에만 야간근로수당 25%를 추가로 가산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 100%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위 가산수당 60%를 더하여 16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24) 할증률의 증감과 연장근로의 감소효과 간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으며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25) 원래 미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성과측정이 어려운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급여를 받는 성과제도로 '포괄임금제'의 일종이다. 일본의 경우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만, 노동단체는 ‘잔업수당 제로제도’라며 반발하였다. 일본의 경우 최근에 제시된 안은 ‘고도의 프로페셔날제도’
로 일반규제인 최장 근로시간규제 및 할증임금규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특별규제(휴식시간/심야근무규제, 건강
관리시간의 상한규제, 4주 4일씩 1년 104일 휴일규제 증 한 가지를 실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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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늘리거나,27) 이후 정규직으로 미전환시 이직수당을 부과하는 등을 내놓았다.28) 이
는 노동시장개혁의 기치로 이른바 ‘장그래구제법(또는 계약직구제법)’을 들고 나온 이유
이다. 그러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라는 취지를 고려해도 청년층은 정
규직 전환이 축소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반발이 크다.29)
정부는『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방안』으로 비정규직의 보호 등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
자(제정) 등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 지도 등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보호 강화
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의 경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규정 및 정규직
전환시 준수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30)
이에 대해서는 위의 기간제계약의 규제방법으로 입구규제가 아닌 계약종료의 방식으로
규제하는 출구규제를 채택한 정부안은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다. 기간제의 계약기간은 계
약의 실태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가능하면 길게 하고, 남용적 이용을 억제하고 근로자
의 고용안정의 방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입장은
기업 내에서 최대한 임금인상과 고용보호의 극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기간제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규제, 고용비용의 문제, 사회정책에 대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31)다만, 기간제의 경우 계약갱신 횟수와 사용사유
등의 규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질상 경직된 연공급 임금체계를 합리화하고 숙련형성
의 체계를 정비해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사회정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32)
그리고, 노동의 이동성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둘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산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고, 일정한 '공백기간'(쿨링(cooling)제도)을 둔다면 통산하지 않는 예외규정33) 및 기간제로
26) 일본에는 없는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다만, 2년 초과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의제된다(제4조 제2항).
27) 최근 2014년 11월 일본은 고소득․전문직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28) 그 밖에도 (ⅰ) 비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퇴직금 지급, (ⅱ) 비정규직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3차례로
제한, (ⅲ)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조의 차별시정 신청대리권 보장, (ⅳ) 철도․항공․선박 등 생명․
안전 핵심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 제한 및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
환 추진 등이 있다.
29) 이에 새누리당은 당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되는데, 중요한 내용을 당정간 회의가 한번도 없었다
고 비판한다. 노동계도 성토하고, 재계도 썩 내켜 하지 않는 ‘장그래 양산법’이라고 한다. 대체로 언론에서는 이
대로는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중앙일보 2015.1.5.자, 6쪽).
30) 정부는 기간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ⅰ) 전환업무 :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계속 업무, 과거 2년간 및
향후 지속 예상 업무), (ⅱ) 대상자 선정 : 공정한 대상자 평가·선정 및 전환기준·방법 등 공지, (ⅲ) 근로조건 :
기간제 근무기간·업무경험 반영, (ⅳ) 불합리 차별금지 : 비교대상 근로자 없더라도 복리후생 차별 금지, 능력개
발 기회 부여 등을 두고 있다.
31) 구인회/백학영/전병유/이원진, ｢비정규 고용과 사회정책｣, 아산재단연구총서 제363집, 집문당, 2014. 194-237
쪽.
32) 사회정책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급여(나아가 실업부조)의 사회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의 적용
대상(역할) 확대, 법정퇴직급여(가족수당 등의 복지급여도 포함) 개선을 비정규직직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구인회/백학영/전병유/이원진, ｢비정규 고용과 사회정책｣, 222-224쪽).
33) 일본의 근로계약법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간(cooling period)이 있거나 기간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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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당시의 근로조건(계약기간은 제외)과 동일한 수준(‘별도 기준’의 예외)으로 설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용중지의 억제책’을 위하여 바람직한 대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파견법제의 대상 완화
현행 파견법에서 파견근로의 최장 사용기간이 제한적이고, 파견대상업무도 엄격하게 제
한되어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의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비록 대상업무가 26개에서 32개
업무로 확대(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 등 일부 업무 금지)되었으나, 변화된 경제환경에
서 산업현장에서는 사용업무 및 기간의 제한이 없는 용역 또는 도급근로의 활용으로 불균
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과 법원의 판정을 통하여 파견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보호하도록 대처하
였다. 즉 도급공정의 내용이나 장소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공정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인정
하는 판례가 선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노사정 합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노사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규제합리화 관련 사항은 2015년 8
월까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 마련”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4) 정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인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
직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파견 업종을 전면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은 경쟁력에 직결된 외부 인력의 활용
을 통하여 고용유연화의 욕구가 증대되고 노동비용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사회정책과 고용보호의 역할 조정으로 고용보호규제를 완화시키고 파견근로
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고용의 유동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파견대상업무를 ‘제조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
을 네가티브․리스트화(원칙 허용․예외 불허)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5) 특
히, 고령자의 경우 취업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파견 규제를 폐지하려는 정
부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로계약이 1년 이하인 경우 1/2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대상이 되지 않는다(제18조 제2
항). 이에 대한 비판으로 무기전환제도의 탈법적 수단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고, 이는 유기근로계약근로자의 고
용안정과 유기근로계약의 남용적 이용의 억제라는 무기전환제도의 기본 취지와 목적을 흔드는 것이라고 한다.
34) 논의과제로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시정신청대리권,
파견·도급 기준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10% 근로자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 등이 있다.
35) 다만,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예방하려면 일본처럼 파견사업주의 ‘마진율’을 공개하거나 그룹내 계열
사에 대한 ‘파견비율’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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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이상과 같이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정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
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하여 기존 노동법의 체계, 입법시의 노사관계 상황과 고용의 실태, 사회의 요
구, 정부의 입법정책 방향과 목적 등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의 노동시장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해 가면서 노동시장개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동시적인 현안과제를 개별 노사가 해결하는 것
은 어렵다. 정부는 노동시장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일정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동시장개혁의 정책수립 단계부터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 때이다.
노동시장개혁의 실현수단은 다양한 정책으로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입
안과정에 노사 관계자가 관여할 필요성은 이전보다도 확대되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실
질적 기초자료의 제공자로서 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할 필요가 있다.
향후 노동시장개혁은 선진국보다 압축적으로 그 기본방향을 전망한 위에 당면한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을 조합하면서 꾸준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안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에 노사는 상호 양보해 대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필요
한 시점이다. 모쪼록 노사정 각자가 자기 소임을 다해 노동시장개혁이 마무리될 것을 기
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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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한 법제 개선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1.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
○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
대,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기업들이 과거와 같이 많은 일자리를 국내에서 만들어
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더해 현재 우리 노동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법제도와 관행은 과거 고도성장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들로,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일자리 감
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득권 보호에 치중한 고용보호 법제, 경직된 법제도, 생산성과 괴리된 연공급 중심
의 보상체계 등 낡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유지․강화되면서, 기업들의 투
자 및 고용 창출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높은 청년 실업률, 낮은 성장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착화 현상에 더하여 저출산
고령화로 진단되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가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으로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무엇보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위축되면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부담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 및 경제의 성장동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그동안 노동법제의 개선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의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구직자,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현재 우리의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으로 인해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격차
가 3.1배에 이르고 있어 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괴리가 심각함. 또한 각자가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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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이처럼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임금체계와 엄격한 해고규제는 능력이나 성과
와는 무관하게 임금과 고용이 보장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초래하고 있음.
○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문을 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기업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불공정
하고 경직된 노동관계법제는 개선되어야 함.
○ 변화되는 노동환경에 대한 근로계약관계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
소모적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활력을 제고해야
함.
○ 또한 노동법제 개선의 효과가 현장단위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져 공정하고 유연한 근로관계 조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요구가 과거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체근로 허용 등 법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더불어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 등 다양한 법제 개선을 병행되어야 함.

2. 근로조건 변경 법제의 개선
○ 근로조건의 변경 관련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절차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경직되어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음.
-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근로조건 변경이 내용상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근로
자측이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하는 경우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사실
상 어려워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함.
- 특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변경을 더욱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향을 보여 기업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회생이 불가능한 상
태에 이르기도 함.
○ 따라서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
재 판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협의절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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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40년 이상 계속된 판례 법리를 2007년 노동계약법(제10조)에 명문화하여, 사회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지만, 기업들은 취업규칙 변경지침
이 마련되어도 강성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통
상임금 때처럼 또다시 소송사태에 직면하지 않는지 등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가
지고 있음.
○ 고용노동부 지침이 발표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협상으로 필요한데,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협의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기업이 지침을 준수하더라도
법원이 과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해 줄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는 법적 분쟁 발생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제고해야 함.
○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신규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괴리된 연령․근속연수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여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지
속가능성 회복해야 함.
○ 다만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급격한 신규고용 감소를 다소나마 완화
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일 뿐이며, 관련 법 개정 이전부터 정연 연장과 함께 임금피
크제 도입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반영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사항이므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된 대로 현장의 노사가 실천해 나가면 됨.

3. 근로관계 종료 법제의 개선 : 근로계약 해지제도 도입
○ 현행법상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해고, 제24조 경
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이 유일하며, 모든 근로계약관계 종료 문제가 해고로 다
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징계의 일환으로 또는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유로 행해지는 근로
계약관계 종료 이외에, 근로계약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당사
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약상 조치로서 종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 즉 근로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인 근로자의 근로제공 능력이 계약 체결 시 요구되었
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일방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근
로자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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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고는 근로자의 행태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
개인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내포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책임이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이 없는 업무 부적격·부적응 또는 저성과 등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법제가 필요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경우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결정하는 등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50일 이상의 기간, 노동조합과 협의 등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긴박한 필요에
의해 신속하게 고용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응이 어려움.
○ 더군다나 조합원에 대한 해고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요구하거나, 구조조
정 등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 요구로 산
업현장에서의 해고의 실질적인 경직성은 더욱 심각함.
○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58조 이하의 해지 규정의 적용이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배제되지 않음.
○ 그러나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오랜 관행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해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해지나, 신뢰파괴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지권 행사가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해지사유를 약정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
방의 약정해지 또는 법정해지권 행사를 인정하는 근로계약 해지제도를 법제화해야
함.
※ 중국은 노동계약법 제36조 이하에서 법정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근로계약 해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 당시 요구된 직무수행능력을 보유
하지 못한 근로자 또는 담당 직무에 대한 적성이 없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불필요한 갈등 없이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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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당연퇴직사유로 다루어지므로 부당해고 시비와 구제절차 진행의 시간적 지체
(사유의 정당성 문제, 절차의 정당성 문제 등)를 해소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음 .
○ 특히 업무 부적격자·부적응자 또는 저성과자 문제가 (징계)해고로서 다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에를 들면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나 일신상의 사유에 대한
비난과 책임 추궁과정을 배제함으로써 인격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근로관계
해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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