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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김지형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연구소장)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endell Holmes) 미국 연방대법관이 있습니다. 존 마셜(John
Marshall) 연방대법원장에 이어 미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는 법률가로 꼽힙니다.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고, 연방대법관으로 30년간 재임했습니다. 연방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 핵심적 주장은 ‘변동하는 시대적 요청에 법을 적용시
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이 말은 홈스가 그의
저서『Common Law』에서 남긴 유명한 법언입니다. 이 말에는 부연설명이 뒤따릅니다.
“인간이 지배받아야 할 법원칙을 정할 때 삼단논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작동되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홈스는 그 중의 하나로 “시대적 요구”를 들고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여러 질문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하
는 질문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법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실체적 영역에 그치지 않
습니다. 절차적 정의 역시 그에 못지않습니다. 어느 법 분야의 어느 영역에서이건 그 시대
의 요청을 담아내야 합니다.
노동법 분야도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법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정의롭지 않고서는, 노
동의 문제가 있는 곳에 노동법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노동분쟁은 특히 절차적
으로 ‘처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결’되어야 할 목표입니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시대
적 요청에 따라 정의롭게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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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우리 사회에 주어진 엄숙한 과제입니다.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
안”을 주제로 하는 이 번 심포지엄은 그러한 작은 시도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노동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이러한 작업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합
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 번 논의에서는 노동법학자의 권위 있는 연구결과와

ㆍ

ㆍ

더불어 법원 노동위원회 변호사 등 실무가의 통찰력 높은 관점, 노동관계 당사자분들의
현장감 있는 시각이 두루 모아질 것입니다.
이 번 공동심포지엄이 노동법의 절차적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해밀로서는, 노동법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법학회와 사법부의
여러 현안에 대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이 번 논의에 참여하게
된 것부터가 큰 영광이고, 뭔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습니
다.
마지막으로 이런 뜻 깊은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 지
혜를 더해 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심포지엄 행사를 꾸려나가는 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
써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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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이승길 (한국노동법학회장)

노동법의 세계는 상호 대립하는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노동법 속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잠재적이고 필연적인 갈등과 분쟁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과
절차법 모두 특별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노동법에서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노사간의 ‘힘’의
관계를 ‘노동법’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과정입니다. 법적 기구로서 행정부는 행정감독 및 노
동위원회를 통하여, 법원 등은 소송을 통하여 노사를 법 앞에 불러 세웁니다. 힘을 법으로
바꾸면 양 당사자는 법 앞에 동등해지고, 권리의무를 가진 인격체로 새롭게 규율됩니다.
그러고 보니 1953년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후 60여 년이 경과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은 장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분쟁을 법의 세계로 끌어들이
기 위한 노력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노동분쟁이 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유리․불리
를 따지기에 앞서 법 앞에 인격체로 설 수 있는 기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노동법연구소 해밀, 한국노동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이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이란 주제로 공동심포
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행사의 발표 및 토론의 구성은, 제1부에서 ‘한국 노
동분쟁해결절차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하여 학회의 중견학자의 연구결과를 들어봅니다.
제2부에서는 ‘노동분쟁해결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분쟁해결기관인 법
원과 노동위원회의 성과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한 ‘새로운 대안으로 노동법
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나아가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노사단체의
정책담당자들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3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모쪼록 학회로서는 작년에 이어서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
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이론과 실무를 융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의 공동심포지엄을 통하여 노동관련 전문가 모두가 미래의 노동분
쟁해결방안에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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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장 호문혁입니다.
한국노동법학회,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
포지엄을 위해 여러 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노동법학회 이승길 회장님,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김지형 소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통상 지방노동위원
회에 구제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면 중
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치게 되고, 이후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까지 그 당부를 다투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사실상
5번의 심판과 재판을 거쳐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감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판결과에
따르지 않아 추가적으로 민사소송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면, 그 고통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상당한 비용지출이 요구되는 위와 같은 소송절차를 계속할 여력이 없는
근로자는 지난한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분쟁은 근로
자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
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노동분쟁해결절차는 그와 같은 이상과 적지 않은
거리가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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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노동사건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환경소송, 제조물책임
소송 등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의 소송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검토하여 왔습니다만, 소송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근로자의 열
악한 지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동안의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현재의 노동분쟁처리절
차와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근로자가 노동분쟁을 통하여 간이하고
도 신속하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를 희망합니다.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원 또한 노동분쟁 해결절차 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인 개선방안들을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사법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교류‧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들과 바쁜 일정 중에서도 발제와 토
론을 맡아 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 이번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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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한국의 노동위원회: 계보적 고찰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Ⅰ. 서론
조합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 결의권(제19조), 노동조합 해산명령에 대한 결의권(제32
조),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의권(제41조) 등을 노동위원회에게 부여하였다.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동위원회에게 행정관청의 쟁의행위 중지 결정에 대한
결의권(제6조), 노동쟁의 조정권(제7조, 제19조 이하) 및 중재권(제22조 이하),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제9조), 노동쟁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제14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에 관한 처벌 청구권(제29조) 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위원회의 기능을 위해 설립되어야 하는 노동위원회를 위해 노동위원회법이 1953년 노동조
합법, 노동쟁의조정법과 함께 제정됨으로써 3자 합의제 방식의 노동위원회제도가 만들어졌
다. 제정노동위원회법 19개 조문(벌칙과 부칙 제외) 중 현재에도 기본적인 취지를 유지하
고 있는 조문의 수는 18개로서, 제정노동위원회법 대부분이 거의 그대로의 모습 혹은 형
식이나 내용상 약간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노동위원회 자체의 모
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1)
한국전쟁시기에 노동3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과 함께 한 노동위원
회법의 제정을 상상해 본다면 매우 뜻밖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흥재 교수께서 지
적하신 바와 같이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는 처지에서도 자칫 노동4법의 제정은 “치밀한 사
전준비도 없이 외국의 입법례 특히 일본의 노동 법제를 모방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통
과”되었다고 보기 쉽다.2) 물론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
고, 특히 노동위원회법 이외 근로기준법 등 노동3법에서는 일본의 노동법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다만, 입법논의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아무래도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제
도로서 성립되었다기 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특히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를 모델로 하여
1) 강성태, “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학』(제48호), 한국
노동법학회, 2013, 133쪽.
2) 이흥재, 『노동법의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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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논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제정노동위원회법은 “노동
운동에 있어서의 최후수단인 노동쟁의에 있어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며 일반노동행정의 민
주화를 위한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사회적‧경제
적 지위향상과 노자간의 협조를 기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3) 노동위원회법 제정
당시 제정심의의 핵심쟁점은 공정한 노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사‧공익위원의 구성
비율과 그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을 뿐,4) 노동위원회제도 자체에 관한 것
은 아니었기 때문이다(이 과정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5)
물론 1953년 노동4법 제정 당시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판
의 기능은 아직 없었고, 따라서 노동4법을 제정하면서 주요하게 참고한 일본의 노동법제상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노동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기
구로서 왜 노동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 그 노동위원회제도는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거나 담당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결국은
이미 노동위원회제도를 담고 있던 일본의 법제로부터 조금은 당연하게 노동위원회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갖고 출발한다면 우리나라의 노
동위원회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
성립배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는 미 군정기 미국
법상 연방노동관계위원회제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다시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
회제도가 어떻게 성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노동위원회제도의 출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가? 현재 노동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논의에서 노동위원회제도는 핵심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펴보아야 하고, 물론 대
개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많은 자료들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에
대해서는 소개가 되었음에도, 그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나 현재와 같은 제도적 기능
을 갖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언급되지 못했다. 노동위원회제도가 왜 필요
했고,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담당하고자 했던 기능은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본다면, 노동
위원회제도를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하는 한편 전체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틀 내에서 향
후 노동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은 우선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제도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일본의
3) 이흥재, 위의 책, 133쪽의 각주 7.
4) 이흥재, 위의 책, 134쪽.
5) 강성태, 150쪽에서도 “제정 노동위원회법은 일본의 1945년과 1949년 노동조합법을 다수 참고한 것으
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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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특히 준사법적 기능인 판정기능을 중심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Ⅱ.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
1. 연방노동관계위원회제도 개요
부당노동행위금지제도 및 그에 대한 비사법기관의 구제명령권을 처음으로 규정한 국가
가 미국이다. 기존의 불법행위법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던 노동분쟁에 대하여 노동법제
가 새로운 불법행위유형을 만들어낸 것이 부당노동행위금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
제를 다루는 것은 불법행위법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던 사법기관이 아닐 것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연방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인
것이다. NLRB가 완비된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 1935년의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Wager Act)이고, 이후 1947년 연방노동관계법 개정법 등을 통해 다소간
의 변용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NLRB가 미국 노동관계에서 담당
하는 기능은 주로 단체교섭분쟁(교섭대표인증, 교섭대표선거실시, 교섭단위결정 등)과 부
당노동행위분쟁(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에 개입, 방해, 강요하는 행위)에 관한 수사
(investigation), 심리(hearing) 및 심판(adjudication)이고, 규칙(rules and regulations) 제
정권을 갖고 있다.
미국의 NLRB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심리 및 심판
의 절차에서 연방 및 주법원의 관할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단체교섭분쟁에 관한
NLRB의 종국적 결정은 연방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
행위분쟁에 관한 NLRB의 종국적 구제명령은 위법․월권이 있는 경우에만 연방고등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 특히 법원은 NLRB의 판단을 매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6) 또한
6) 연방대법원은 NLRB의 심판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NLRB
v. Truck Drivers, 353 U.S. 87, 96 (1957)에서 연방대법원은 “궁극적인 문제는 충돌하고 있는 법률
상 이익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가적 노동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는 기능은 종종 어
렵고 섬세한 책임이고, 의회는 기본적으로 이 책임을 연방노동위원회에 부여하였으며, 이것은 사법적
심사가 제한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Beth Israel Hosp. v. NLRB, 437 U.S.
483 (1978) 사건에서는 위 사건 판결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법적 역할은 제한적이다. 위원회가 채택
한 규칙은 사법적으로 법과 일치하는지, 합리적인지에 대하여 검토될 수 있지만, 위원회의 규칙이 그
기준을 만족한다면 위원회의 법 해석은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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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B는 1947년 NLRA 개정에 따라 법무총장(General Counsel)제도를 도입하였는데,
NLRB는 법무총장이 소추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판정을 하게 된다. 법무총장은
구제신청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 구제신청장의 범위에 관한 재량권을 갖고 있고, 구제신
청장 발부를 거부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7) 이하에서는 이
러한 형태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제도가 성립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성립사8)
1) 루즈벨트의 등장 이전
미국에서 직접적인 노사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동안에는 유럽으로부터 미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초기 노사관계를 이끈 것은 이들 미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들은 아니었고,
주로 노동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숙련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이끌었다. 이 시기의 노동운
동을 대표하는 것이 1877년 철도파업9) 그리고 1886년 헤이마켓사건10)인데, 이 사건들로
부터 알 수 있듯 19세기의 파업과 그에 대한 대응은 매우 적극적이면서 폭력적이었다. 폭
력적 파업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전문적인 파업파괴자들을 고용하거나, 블랙리스트 작성,
황견계약 활용 등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했다. 근로자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사법부의 반응
또한 호의적이지 않아서, 사법부는 노동 금지명령(labor injunction)11)을 통해 노사관계를
7) 이승욱 외, 『노동위원회제도 발전방안 세부연구』(2009년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보고서), 고용노
동부, 2009, 44쪽 참조.
8) NLRB의 역사에 관한 통사적 내용은 NLRB, The Story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1935-1985), Washington, D.C.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1986, pp.1-33의 내용을
발췌요약정리하였다. 별도의 인용문이 없는 한, 이 문헌의 내용이다.
9) The Great Railroad Strike of 1877 혹은 the Great Upheaval 로 표현되는, 1877년 7월 14일부터
45일간 각 철도회사(볼티모어&오하이오 철도, 마틴스버그 철도, 웨스트버지니아 철도, 유나이티드스테
이츠 철도 등)들에서 연간 3회 임금삭감에 반대하여 발생한 파업을 의미한다. 주 및 연방 군대에 의하
여 진압되었다.
10) The Haymarket affair. 1886년 3월 4일 시카고의 헤이마켓 광장에서 8시간 노동제에 찬성하는 한
편, 전날 몇몇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것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행진으로 시작되었지
만, 누군가 경찰에게 폭탄을 던지며 총기를 사용함으로써 경찰과 시민 다수의 사상을 가져온 사건을
의미한다.
11) Labor injunction은 일정한 행위를 강제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단결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다 정확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이행과 금지 명령’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노동관계
에서의 injunction의 중요한 효과는 단결을 금지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금지명
령’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injunction은 원래 유형재산에 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에서 고안해
낸 방법인데 미국의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 무형재산에 대한 손해의 위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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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자 하였다.
19세기 노동운동의 적극성과는 달리 20세기 초반 미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다소 방어적
인 경향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법원이 금지명령(injunc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
동조합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독점법(The Sherman Antitrust
Act)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1912년 Loewe v. Lawlo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조직 사업
장에 대하여 이루어진 해터스조합(the Hatters union)에 의한 전국적인 보이코트가 반독점
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고, 1916년 Adair v. U.S.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노동조합
원이 된 근로자들을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며, 1921년 Coppage v.
Kansas 사건에서 법원은 주법이 황견계약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미국이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던 당시에는 노동운동이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
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우드로우 윌슨은 1918년 3자협의체인 전시노동위원회(the War
Labor Board)를 만들어 전쟁 기간 중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전시노
동위원회가 실질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못했지만 전시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당시 노사가 파업 또는 직장폐쇄와 같은 쟁의수단을 가급적 사용하
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노동조합은 철강, 석탄 및 철도산업의 주요 파업
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율도 점차 떨어지게 되었다. 1920년
대 노사의 적대감은 최고조를 형성하였는데, 이 시기는 파업중지를 요구하는 법원의 금지
명령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강조한
1926년 철도노동법(the Railway Labor Act)이다. 이 법은 당시의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중요하다는 전제에 서서, 철도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방해, 억압 없이” 자신들의 교섭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후 미국 연방정부
가 전국적인 노동정책을 펼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닥쳐온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의한 불황 가운데 미국 의회 내에서도 노동쟁
의에 대한 견해에 변화가 생겼는데, 1932년 후버 행정부 말기에 의회는 법원이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없는 파업에 대하여 중지 또는 제한명령을 내릴 권한을 제한하는 노리스-라가
디아법(the Norris-LaGuardia Act)을 통과시켰다.12) 나아가 의회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것이라고 한다(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편저, 『미국 노동운동사』, 무역경영사, 1983, 55쪽).
12) 다만,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기업에서의 금지명령은 제한되었지만, 공공부문 근로자들에
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1968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법원은 금지명령에 공공부문 사용자가 정
부 운영이나 공공보건 및 안전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입힌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
다. 금지명령은 요청하면 관례적으로 내려졌다. 그러나 1968년 School District for the C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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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황견계
약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13)
2) 루즈벨트의 등장과 연방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Board)
대공황기를 겪으면서 등장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불황대책으로 뉴딜정책을 실시하고, 이
것의 기반이 되는 법이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
이하, NIRA)이다. 이 법은 1933년 6월 1일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가졌던 한시적인 법이었
는데,14) 이 법의 기초는 기업결합에 대한 촉구이기는 하지만, 이 법 제7조(a)에서는 근로
자들에게 “단결하고, 사용자의 간섭과 억압 없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할 권
리”를 보장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들은 사용자측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결과 단체
교섭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위 ‘어용조
합’(company union)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
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금지를 강제할 행정기관은 없었지만,15) NIRA법
Holland et al. v Holland Education Association(1968) 사건에서 미시건 주대법원은 학군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나 치안방해를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금지명령 발부를
거부했다. 금지명령을 발부하는 데 엄격한 접근법을 취하면서 법원은 “공립학교체계가 학년을 정해진
날에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파멸적인 사건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학교가
악천후로, 또는 대통령 후보가 오는 날에, 또는 농구팀이 우승했을 때 닫는 경우 공공의 소동이 없었
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Holland 사건은 사용자가 선의로 교섭한 뒤에 “결백하게” 법원에 와야 한다
는 것을 함의함으로써 다른 주들에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 이상의 내용은, Richard C. Kearney &
David G. Carvevale, Labor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Marcel Dekker, p.257-258에서 인용함.
13) 여기에는 당시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1930년대 불
황은 기업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론은 그때까지의 ‘선성장’ 예찬론에서
개개의 노동자들이 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쪽으로 돌아서며, 근로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
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합법적 조직에 가입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
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루즈벨트의 뉴딜정책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려대 노동문제연구소 편저, 『미국 노동운동사』, 무역경영사, 67쪽 참고.
14) 연방대법원이 1935년 5월 위헌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NIRA법은 두 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첫번
째 장은 경제부흥을 위한 것으로서 공정한 경쟁, 단결권의 보장, 근로기준의 규제, 일정한 석유정제생
산물가격과 그것의 이송에 관한 규제였고, 두번째 장은 댐, 병원, 교량 학교와 같은 대규모 공공근로를
주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공공근로행정(Public Works Administration)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위헌판결을 받을 때 연방대법원은 이것이 자유로운 주간 통상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의견
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가금류의 거래를 둘러싼 문제로부터 출발된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서의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의 정의에 관한 문제, 즉 공정한 경쟁기준을
위반하면 불공정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이 정작 공정한 경쟁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제7조(a)의 단결권 보
장에 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 Schechter Poultry Corp. v. United States, 295 U.S. 495 (1935)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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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a)가 규정한 노동정책선언은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노동조합들은 미조직 노
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이 원하는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승인하기를 거
부함에 따라 사태가 악화되었고 많은 파업을 촉발시켰다. 1933년 8월에 이르러 상황은 더
욱 심각해졌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노동위원회(National Labor Board : 이하, NLB)를
만들어 NIRA 제7조(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NLB는 7명의 3자구성체제로서 노사 각 측의 3명과 의장 1명으로 구성되는데, 루
즈벨트 대통령은 와그너 상원의원을 NLB의 의장으로 임명하였고, 같은 해 12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NLB의 권한을 공식화하였다. 그로부터 2달 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NLB로 하여금 노동조합대표선거를 지휘하는 한편 NIRA 위반행위를
처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6580(Executive Order 6580)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 NLB에는 실질적인 강제권한이 전혀 없었고, NIRA법을 집행했던 행정관청
(the 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의 권한도 사용자가 NIRA 제7조(a)를 위반했을
때 파란독수리문장(the Blue Eagle : NIRA 법을 따르는 사용자들에게 전시할 수 있도록
했던 상징)을 더 이상 전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뿐이었다. 1934년 6월 NLB의 활동
시한이 종료되었을 때 단 4명의 사용자만이 NIRA법 제7조(a)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파란
독수리문장을 빼앗겼을 뿐이다. 결국 NLB는 강제력이 없이 어디까지나 NIRA법 제7조(a)
의 임의적인 이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는 하였지만, 그 활동시한이 만료되기 전까
지 1,019건의 파업을 해결하는 한편, 498건의 파업을 회피시켰으며, 기타 1,800건의 노동
분쟁을 해결하였다.
3) (구)연방노동관계위원회(Old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설치
NIRA 제7조(a)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려던 NLB의 실패에 따라 와그너 상원의
원은 1934년 2월 노동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영구적 3자(사용자, 근로자, 중립)협의기구
를 구성하려는 법안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에서 구상한 새 위원회는 교섭대표선거를 관리
할 권한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지

15) 이 점에서, 처음에는 NIRA 제7조(a)에 대한 사용자들의 비판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James B. Atleson, Values and Assumptions in American Labor Law,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3, p.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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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cease-and-desist orders)권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친노조적
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사용자측의 비난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1934년에는 노동쟁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의회는 상하원 공동결의 44호(joint
Public Resolution No.44)를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을 부여했
는데, 이를 통해 설립된 것이 “(구)연방노동관계위원회”(Old NLRB)이다.
(구)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NLB의 3자협의방식과는 달리 3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되고,
NLB와 마찬가지로 NIRA 제7조(a)를 강제할 힘
을 갖지는 못했지만, 시대의 물결에 편승하여
NIRA를 통해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구)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 내려졌던 많은 노동관
계에 관한 결정들은 향후 단체교섭에 대한 연방
노동정책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1933-1935년 사이 노동운동은 점차 예
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어16) 이전보다
더 과격해졌고, 파업이 만연하였으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
었다. 그리고 1935년 5월 17일에는 연방대법원
이 NIRA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17)

(https://commons.wikimedia
.org/wiki/File:NewDealNRA.j
pg#/media/File:NewDealNRA
.jpg)

4) 와그너법(Wagner Act)의 제정
1934년 가을, 와그너 상원의원은 NLB와 (구)NLRB라는 두 개의 위원회를 겪은 경험을
살리는 한편, 그 위원회들을 괴롭혔던 강제력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
이 1935년 2월 와그너 상원에 의하여 연방 상원에 제안된 연방노동관계법(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이하, 1935년의 NLRA를 ‘와그너법’이라고 한다)이다.
와그너법에서는 새로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위원회의 기능
은 분쟁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권리를 강제하는 것이었다.18) 이 법은 사용자에게 적정한
16) 당시 미국의 노동조합운동을 이끌었던 AFL(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로부터
CIO(Committee of Industrial Organization)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노동조합 내
부적 문제들이 발생했다.
17) NIRA 위헌판결에 대해서는 각주 1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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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단위 근로자들 다수로 선택된 노동
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
편, 배타적 교섭권과 다수결 원리, 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강제권한부여,

주간 통상

(interstate commerce)과 관련된 사업의 대
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적용 등을 도모하
였다. 이것이 1935년 5월에 상원에서 통과
되었고, 1935년 6월 5일 루즈벨트 대통령
이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연방노동정책이 탄
생하게 된 것이다.

“내가 제안한 NLRA는 원칙적으로는 새
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오래
동안 소중히 여겨온 것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노동자는 명목상으로 뿐만이

(https://www.nlrb.gov/who-we-a
re/our-history/1935-passage-wa
gner-act)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하
고,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노동조합
에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법안은 가장 명료한 말로 이러한 경
제적 평등을 보장한다.”(와그너 상원의원, 1935년 입법 제안 이유 설명 중)19)
이 법은 당연하게도 사용자들 대부분이 일치하여 환영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그리 환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가 친노동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비난을 하였고, 그것은 예상한 바였지만, 노동조합의 적대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한다.20)
노사의 반대 가운데 와그너법이 지닌 최대의 문제는 위헌성이었다. 와그너법은 그 합헌
성의 기초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단결할 권리를 사용자가 방해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노동쟁의를 야기한다는 것, 그것이 곧 주간 통상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하
18) 미국의 행정적 노동분쟁해결제도를 크게 판정과 조정으로 구분했을 때, 판정 기능은 NLRB가 담당하
고 있고, 조정 기능은 연방알선조정서비스(Federal Mediation Concilia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다.
19) https://global.britannica.com/topic/Wagner-Act에 수록된 와그너 상원의원의 연설 장면으로부터 연
설 내용을 옮겨 적은 것임.
20) https://www.nlrb.gov/who-we-are/our-history/enforcement-wagner-ac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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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배타적 구제권을 연방노동위원회에 부여한 연방법
으로서의 와그너법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문제는 법원이 관할을 할 수가 없게 됨
에 따라 발생한 재판청구권 침해의 문제, 그리고 와그너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단체교섭 강
제에 의한 계약자유침해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곧 연방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와그너법은 제정 직후부터 사용자 집단의 맹렬한 위헌캠페인에
직면하게 되었다. 연방법원 또한 와그너법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법원은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의 100건 이상의 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NLRB는 실질적으로 대법원
의 합헌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능마비상태가 되었다. 국면을 전환시킨 것은 1936년 11월
의 대통령 선거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것이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선 후 연방대법원의 NIRA에 대한 위헌판결 등에 분노하며 연방대법
원판사를 교체하는 안 등까지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1937년 4월 12일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와그너법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린다.21)
한편 와그너법이 만든 노동위원회는 3명의 공익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기존 위원회들
의 운영상 문제가 되었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을 정비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조
사권을 수행하기 위한 증인소환영장 발포권(subpoena power)과 적극적 구제명령권(원직
복직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성실교섭명령 등)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적
극적 구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력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5) 전시노동위원회(War Labor Board)
대공황의 공황상태는 1930년대 말에 극복이 되었지만,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
됨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은 곧 노사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시 물자가 생산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노동분쟁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노사는 각각 파업과 직장폐쇄를 하
지 않는데 동의하고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전시노동위원회에 알선, 조정 및 중재권을
부여하는데 동의하였다.
6) 태프트 하틀리법과 NLRB
전후 실업률과 물가의 폭등으로 다시 파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46년에는 전국적
21) 당시 연방대법원은, 1919년 철강노동자들의 파업과 같이 노동분쟁이 주간 통상에 있어서 재화의 유
통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언급하였다. 즉 와그너법 제정 당시 와그너 상원의원 등이 법 제정 취지
상 이 법이 합헌인 이유와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v. Jones & Laughlin Steel Corporation, 301 U.S. 1 (19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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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파업으로 연탄산업과 철도산업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한 해에
만 산발적으로 발생한 파업이 5천건에 달했고, 여기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수만 해도 460
만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파업에 반대하는 여론에 따라 의회는 1946년 와그너법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1947년 미국의 여론은 노동조합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및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시작함으로써 친노동 성향이었던 와그너법의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였
다.
사실 와그너법에 대한 개정론이 전후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것은 아니고, 와그
너법 제정 이후부터 꾸준히 와그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
기되었다. 1947년 3월에도 태프트 상원
의원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NLRB가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하는 한편, 하틀리 하원의원
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좀 더 많은 제
약적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안하여 의회
에서 통과시켰지만 트루만 대통령이 다
시 “위험하다” “실행불가능하다” “가혹하
다” “임의적이다” “극단적이다”는 단어들

Photo: AFL union rally, Madison
Square Garden, New York City,
1947
(https://www.nlrb.gov/who-we-are/
our-history/1947-taft-hartley-pass
age-and-nlrb-structural-changes).

을 붙여 그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
사하였다. 그러나 의회가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시킴으로써 결국 태프트-하틀리법
(법의 정식 명칭은 the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이 성립된 것이다.
태프트-하틀리법 하에서 NLRB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 조직적 측면에서 상원의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법무총장(General Counsel)을 두게
되었고, 법무총장은 기소권자로서 활동하면서 위원회의 변호사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다. 1935년 와그너법 제정 이후 사용자단체들은 위원회가 기소권자이자 판사로
서의 2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하여 비판을 해 왔는데, 태프트-하
틀리법에서는 법무총장이 위원회와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기소권자로서 활동하게 되고,
위원회는 계속하여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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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NLRB와 준사법적 기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단결권 보장을 위
해, 근로자들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여, 처음에는 사용자
측의 자발적인 법 준수에 기초한 단결권의 보장을 모색하였지만 결국 실효적 권리강제수
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기능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성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NIRA법이나 와그너법 제정 당시 미
국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도 큰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대공황이 미국을 압
도하고 있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면한 문제들과 싸울 수 있는 “광범위한 행정권”을 필
요로 했다.22)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합법적인 절차보다는 신속하고 가시적 효
과 위주의 정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독점규제, 철도, 노동
등과 같이 연방법이 정한 경우에 그 규율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 행정수사 및 심판권한을
일체로 행사하는 독립 연방기관들이 가장 많이 창설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고 한
다.23)
한편 이 시기는 또한 법원의 보수화가 매우 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NIRA법을 위헌판
결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 당시 법원은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기본적으
로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서 있었고, 비록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을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입장을 폐기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노동관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계약과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원리를 전
제하는 것이었다.24)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던 와그너법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필요로 했던 것도 이러한 법원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으로부터의 전환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25) 즉 법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채용이나 해고의 조
22) Kristin Downey, The woman behind the New Deal, Anchor Books, 2010, p.131.
23) 김미영, “미국 연방노동관계법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형성과 발전”, 『강원법학』(제3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261쪽. 이 자료에 따르면, 1900년부터 현재까지 51개의 독립연방기관이 설치
되었는데, 그 중에 18개가 193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연방기관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행령 제정과 심판, 행정수사권 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한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on
Procedure Act)은 루즈벨트 정부 말기인 1947년에서야 제정이 되었다고 한다.
24) 김미영, 264쪽. 예를 들면, 1905년 연방대법원은 주당 최장근로시간을 정한 뉴욕주 법이 계약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했고, 1908년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그 효력이 무효라고 명시한 연방철도법 조항도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
았으며, 1923년 연방법으로 여성과 아동의 최저임금을 정한 것도 계약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판
결을 내렸다(김미영, 264-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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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요구하고, 친사용자 성향의 노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행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노동관계에 사법원리 적용을 제한하는 유일한 경로였
고26) 나아가 사법이 아닌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당 법의 강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NLRB가 필요했고, NLRB의 구제명령에 강
제력이 부여될 것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Ⅲ. 일본 노동위원회
1. 일본 노동위원회제도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했던 일본의 1889년 메이지헌법 제29조에서는 결사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시기 치안경찰법은
조합활동을 형사벌로 금지하였다(제17조, 제30조). 이후 다이쇼(1912-1926)기 중반부터
쇼와(1926-1989)기 초기에 걸쳐 노동조합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조합 소속
을 이유로 하는 해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구상하기는 하였지만(1920년 내무성안, 1926
년 및 1931년 정부제출 노동조합법안 등) 입법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27)
1945년 전쟁 직후 미국의 일본 민주화정책에 따라 노동조합 결성이 장려되는 한편, 노
동조합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945년 12월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에 헌법이 만들어졌으므로, 헌법보다 먼저 노동조합법 제정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28) 다만 행정기구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미국 NLRB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행정구
제시스템은 1949년 노동조합법에서 처음으로 채용되었다. 이것은 미군정기 일본이 GHQ
(연합군 총사령부)로부터 ‘권고’라는 형태로 일본에 유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
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1945년부터
25) James B. Atleson, Values and Assumptions in American Labor Law,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3, p.42 참조.
26) 김미영, 265-266쪽.
27) 道幸哲也, 『労働委員会の役割と不当労働行為法理—組合活動を支える仕組みと法』, 日本評論社,
2014, 18쪽.
28) 노동관계조정법은 1946년 9월, 노동기준법은 1947년 4월 제정공포되었다.
29) 中窪裕也, “昭和24年労働組合法の立法過程と不当労働行為制度一アメリカ化の圧力， 反作用，断裂”,
『労働組合法立法史の意義と課題』(日本労働法学会編), 法律文化社, 2014,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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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제도가 수립된 1949년까지 10회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법안전환’이라고 하는, 노조법안 책정작업 중 그때까지의 모든 작업을 일단 백지 상태로
돌린 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일본 노동
위원회제도를 살펴본다.

2. 일본의 노동위원회30)
1) 1945년 노동조합법
194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노동조합법 제정 작업 초기 제출된 末弘厳太郎(すえひろ
いずたろう)위원의 ‘노동조합입법에 관한 의견서’에서는 당초 노동조합법 제4장의 ‘임금위
원회’ 항목에서 영국의 트레이드보드(Board of Trade)를 모델로 하는 위원회를 구상하였
다. 이 임금위원회는 부·현을 단위로 하는 산업별 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담당하기 위
해서보다는, 3자협의체의 혼합위원회로 설정한다는 것이 제1차적인 과제였던 것이다. 그런
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와중에 鮎沢巌(あゆざわ いわお)위원으로부터 미국의
NIRA법에 기초한 NLB가 소개되었고,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임금위원회에 대한 구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점은, 일본의 1945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성격을 이해하는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45년 노조법에서는 ① 노동조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의(6조), ②
조합규약변경명령(8조), ③ 노동조합해산명령신청(15조), ④ 지역적·일반적 구속력의 결의
(24조), ⑤ 노동쟁의에 관한 통계, 노동사정의 조사(27조 1항 1호), ⑥ 단체교섭의 알선,
쟁의행위의 예방(27조 1항 2호), ⑦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27조 1항 3호), ⑧ 근로조
건의 개선에 관한 관계관청에 대한 건의(27조 2항), ⑨ 부적절한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실정조사 및 그 개선안의 행정관청에 대한 건의(32조), ⑩ 불이익취급(당시 법에서
는 ‘불공정 노동행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청구(33조) 등을 노동위원회의 관할사
무로 하였다. 특히 ⑨에서와 같이 개별적 근로조건의 설정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는 것은 임금위원회에 관한 구상의 잔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45년 노조법에서는 노
30)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정과 노동위원회제도의 형성을 둘러싼 논의는 野田進, “昭和20年·24年労組法に
おける労働委員会制度の生成 - その生成経緯から見た現代的課題”, 『労働組合法立法史の意義と課題』
(日本労働法学会編), 法律文化社, 2014, 63-76쪽의 내용을 발췌요약정리하였다. 별도의 인용문이 없
는 한, 이 문헌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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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정의 주요부분을 노동위원회에게 맡기고자 하였고, 나아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사관
계의 일원적인 질서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⑩에서와 같이 불이익처우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적 구제방식이 아닌, 직벌주의가 채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1945년 노
조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에는 이를 ‘불공정
노동행위’라고 부름)에 대한 금지규정이 처
음 등장했던 것은 1925년 노동조합법안이
었는데, 사용자측의 반발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처벌주의방식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자유 등을 근거로 강한 저항이 제기되었었
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초대 중앙노동위원
회 회장을 역임했던 末弘교수는 “조합원임
을 이유로 한 해고가 나쁘다면 왜 제재(형
벌)을 가하여 이를 금지하지 않는가. 제재
에 의한 금지가 없는 한 사용자 중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은 아마도 해고의 의사표
시가 법률상 무효가 되는지에 관계없이 태
연히 해고를 함에 틀림없다. 그리고 무력한

사진: 末弘厳太郎
(https://commons.wikimedia.org/
wiki/File:Suehiro_Izutaro%27s_las
t_photograph.jpg#/media/File:Sue
hiro_Izutaro%27s_last_photograph
.jpg)

근로자는 예를 들어 법령상 해고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소송상 특히 이를 다툴 만한 힘을 갖지 못하거나 설령 힘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 장기간에 걸치면서 사실상 해고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 간의 생활에 곤궁을 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과벌주의의 관철을 주장하였다.31)
조직적으로 1945년 노동조합법은 중노위를 노동부에, 지노위를 도도부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고, 사무적으로는 중노위는 ‘둘 이상의 도도부현과 관련된 사무’를, 지노위는 ‘당
해 도도부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노위와 중노위
의 관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노위는 지노위에 대하
여 사무처리의 기본방침이나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가 있었고, 지노위

31) 濱口桂一郞, “不当労働行為審査制度をさかのぼる”, 『季刊労働法』(第２０６号), 労働開発研究会,
2004 : 최석환, “일본의 노동위원회제도와 최근의 동향”, 『노동법포럼』(제18호), 노동법이론실무연
구회, 2016, 22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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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리하고 있는 단체교섭 알선이나 노동쟁의의 조정 사무에 대하여 중노위로 이관시킬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위 ⑩에서의 불이익처우에 대한 처벌청구는 지노위 전담사항
으로 되어 있어서 중노위는 지노위의 처벌청구에 대하여 개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동일한
사무를 다루지만 토지관할이 다른 경우, 지노위만이 전속관할을 갖는 경우, 중노위가 지노
위에게 지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지노위의 중노위의 관계성이 다소간에 모호하였던
것이다.
구성 면에서 1945년 노조법은 노사위원 및 제3자위원으로 구성되었고, 법은 이들 3자
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 1948년 GHQ의 권고
1948년에 이르러 노동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고 발본적인 개혁을 도모하는 정책이 이
루어졌는데, 특히 1949년 노조법을 이끌어낸 것이 3차례에 걸친 GHQ의 권고이다.
제1차 권고에서는 1945년 노조법 하에서의 지방노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노사의
불화 때문에 또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차이 때문에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최고의 권한’을
갖고, “지방노동위원회를 구속하는 해석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감독한다”는
것 및 불이익취급에 대한 벌칙청구 등에 대한 심사권은 중노위 중립위원만32) 취급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
제2차 권고에서는 노동위원회의 3자 구성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립 또는 ‘공중대표위원’만이 불이익취급에 대한 준사법적 결정을 심리하도록 하였다.
제3차 권고에서는 노동위원회제도와 관련하여 4가지 점을 권고하였는데 첫째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으로서의 행정구제로 구제할
것, 둘째 그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그 ‘중립위원’에게 판정적 기
능을 부여하는 한편, 노·사·공 3자에 의한 기능은 노동분쟁의 조정에만 그칠 것, 셋째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판정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지방노동위원회보다도 우월적인 지위
에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사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 넷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
동위원회에 대하여 심사기능상 통제적인 위치에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선례구속성을 갖
는 상소심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해야 할 것 등이었다.
32) 1945년 노동위원회법에서 ‘제3자위원’이라고 표현되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중립위원’이라고 표현된
것이다. 법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택된 용어는 ‘공익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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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49년 노동조합법
위와 같은 GHQ의 권고에 따라 일본은 1948년 12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개
정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조문 작성 작업에 착수한 후 1949년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11회의 수정작업이 있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
과 같다.
① 제1차안 : 제1차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대하여 지노위에 의한 초심과 중
노위에 의한 재심사라는 2심제도가 도입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명칭이 ‘전국노동위원회’
로 변경되었다. 한편 1945년 법에서는 노사위원 및 제3자위원(혹은 중립위원 등의 명칭으
로 불리는 훗날의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가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1949년 법
개정을 위한 제1차안에서는 그 3자 구성이 폐지되고 공익위원들이 심판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NLRB형 노동위원회라고 할 수 있지만, GHQ의 권고안과 비교해 보
았을 때 상당한 차이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33)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34)
② 제2차안-제6차안 : 제2차안에서 1945년 노동조합법과 같은 3자 구성이 부활되었고,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그리고 3차안에서 전국노동위원라는 명칭도 중앙노동위원회로 다시
바뀌었다.
한편 제5차안에서 도입된 것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법원에 대한 인가청구제도이
다. 즉 노동위원회 측이 지방법원에 인가청구를 한 후 인가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명령
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 측도 당시 행정사건소송특례법에 따라 구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35)
그런데, 이와 관련한 제6차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발한 노동위원회가 재판
소에 인증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법원에 강제력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식의 인가청구제도와는 달리 모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하
여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를 강제하도록 하였다.36) 이것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강제력
33)
34)
35)
36)

中窪裕也,
中窪裕也,
中窪裕也,
中窪裕也,

52쪽.
53쪽.
53쪽.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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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였다는 방식으로의 평가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를 법원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37) 한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에서도 부당노동행위 중지
명령, 원직복직 기타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당해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할 것’이 추가되었다.
③ 제8차안 = 법안전환 : 제8차안은 GHQ가 6차안까지의 법안을 모두 백지화시킨 후
1945년 노조법을 기초로 직접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의 법원에 대한 인가청구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심판을 담당하는 3자 구성 방식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제도는 부활하지 않았고, 지노위와 중노위의 2심제도가 유지되었
다.38)39)
④ 제11차안 = 재전환40) : 제11차안에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 당
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구제명령의 내용 가운데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구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또는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민사소송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노동위원회가 법원에 인가나 확인을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이 사라지는 대신 사용자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각각 직접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미국의 NLRB 제도와는 다른데, 제
11차안은 GHQ 측으로부터 넘겨진 영문을 번역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부분들만은
GHQ 원안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37) 中窪裕也, 54쪽. 이 자료에 따르면 본문의 전자와 같은 평가는 濱口桂一郞, 211쪽 이하에서 발견할
수 있고, 후자와 같은 평가는 遠藤公嗣, 『日本占領と労資關係政策の成立』, 東京大学出版会, 1989,
298쪽 및 339쪽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遠藤公嗣(えんどう さとし)는 당시 노동부가 법원의 권한
을 노동위원회의 권한보다 우월하게 함으로써 노동위원회를 약화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고 한다.
38) 野田進, 73쪽 각주20번에서는, 제8차안에서 GHQ가 1945년식의 노동위원회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한
것은 분명하지 않은데, 당시 미국 정부의 점령정책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적 특
색이 있는 노동위원회제도(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개입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
고자 했던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39) 그러나 中窪裕也, 55쪽에서는 제8차안에서 중노위와 지노위를 구별하지 않고 노동위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어, 지노위-중노위 2심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사용자측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다고 하고
있기도 하다.
40) 野田進의 글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中窪裕也, 55쪽의 내용을 발췌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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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노동위원회와 준사법적 기능
미국의 제도에 비하여 일본만의 특색을 갖고 있던 1945년 노동조합법은 末弘교수를 비
롯한 학자나 노동관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노무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법 제정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그 초안을 만들어 냈던 것임에 비하여, 1949년 노동조합법
은 GHQ의 의견을 기초로 정부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낸 새로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45년 노동조합법상 노동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노사의 행정과
국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국가 또한 패전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한
채 형식적으로나마 내각의 각의에 의하여 설립된 노무법제심의위원회가 자주적으로 만들
어내는 모양새를 갖췄던 반면, 1949년 노동조합법상 노동위원회는 전후 일본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GHQ의 권고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견인자가 되어 그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다.41) 그렇다보니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판정기능
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하여 특기할 만한 문제의식이나 이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이 노동조합법 제정을 준비한 것은 미국의 와그너법 이전이다. 1924년 시도
된 노동조합법안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고, 패전 직후인 1945년 제정된 노동조합법
에서는 애초에 미국식의 NLRB보다는 영국식의 위원회제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식의 NLRB를 따라가면서도 일본만의 특색있는 노동위원회제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제정 자체가 GHQ의 지령에 따른 것이었고, GHQ는
일본의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장려하는 한편 입법에 적극 개입을 하게 되
었다.42) 이에 따라 일본은 헌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먼저 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
관계조정법이 만들어졌고,4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9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까지의
41) 2015년 일본 노동법학회는 일본 노동조합법 제정 70년을 맞이하여 노동조합법 입법사를 총망라하는
『労働組合法立法史の意義と課題』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여러 노동법학자들이 분야별로 노동조합법
입법사를 검토하는 한편, 심포지움을 기록하였다. 본문의 내용은 심포지움 기록물 가운데 노동위원회
입법사를 담당했던 野田進교수의 발언을 재정리한 것이다. 각주 20번과 21번의 자료 또한 이 심포지
움에 대한 보고 형식을 갖는 논문들이다.
42) 키사까 즁이찌로오, “제7장. 전후의 일본”,『새로 쓴 일본사』(아사오 나오히로 외 엮음), 창비,
2003, 540쪽 참고.
43) “맥아더 장군이 일본에서 제일 먼저 한 조치는 노동조합 운동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
국의회에서 미군의 지시에 의해 노동조합법이 1945년 12월 통과되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천황이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선언(1946.1)하고 메이지
법을 철폐한 뒤 전후 신헌법을 공포(1946.11.3)한 것은 1946년 가을의 일입니다. 왜 미군은 신을 인
간으로 끌어내리기 보다, 노조를 먼저 합법화했을까요. 그건 바로 점령정책의 핵심이 노동과 자본의
관계 재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계급 관계를 어떻게 재편하느냐 였죠.” (이종구, “전후
일본의 노동운동에서 배우는 교훈” : 2013년 11월 18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 심
포지움 기록물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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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권고와 수정안 제시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노동운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GHQ는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와그너법에 기초한 노동위원회제도를 권고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이 원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명령제
도를 갖춘 노동위원회제도가 정비된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미국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해 노동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NLRB를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
로, 일본 또한 비록 미국의 개입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후 복구기라는 시대적 상황 하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미국식의 노동위원회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일본 노동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은 1949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01년 개별노동분쟁해결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공공단체가 개별분쟁의 자주적 해
결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게 됨에 따라 현재 40개 이상의 도부현
노동위원회가 조례 또는 지사가 정하는 요강 등에 따라 개별분쟁에 대한 조정권한을 갖고
있다.44)

Ⅲ.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1. 개요
이상의 미국 및 일본의 노동위원회 성립과정에 비하여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성립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미국 및 일본에 비하여 기능적 변화가 컸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준사법적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다. 노동위원회법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과 함께 제정되었을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미국 및 일본의 노동위원회와 달리 준사법적 판정기능이 없었다.
그러나 1963년 4월 정부 주도적으로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권을 갖
게 되었고(이에 따라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주의로부터 구제주의로 전환되게 된다),45) 1989년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권을 갖
게 되었으며,46) 2007년에는 기간제, 단시간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명령권을 갖게
44) 菅野和夫, 『労働法』, 有斐閣, 2011, 726쪽 참조.
45)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된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
령권을 규정한다. 현재 1963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사록이 디지털화
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의사록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향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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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가 왜 그러한 기능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
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다. 아래의 입법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법안에서 노동위원회가 등장함으로써 노동위원회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사실상 별다른 논의없이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렇게 충분한 논의를 거치
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노동분쟁해결제도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갖는 위치가
중요하면서도,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하에서 우리나라 노동위원회의 성립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3법과 노동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제2대
국회 기록을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라는 용어가 노동법제 제정 논의 과정 가운데 처음 등장
하는 것은 1953년 1월 13일 열린 제2대 국회 제15회 정기회의 제4차 본회의 회의록이다.
여기에서 육홍균의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안 원안에 보면 여기에 노동위원회라는 말이 여러 군데 있읍니다. 가령 말하
자면 제13조 제19조 제39조에 각각 노동위원회라는 용어서가 들어있고 노동위원회가 중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의 성질이라든지 구성요소 같은 것이 이
본 법에서 밝혀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 노동위원회에 대한
하등의 명시가 없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나종에 오는 노동위원회법
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하면 노동운동이 전도를 위해서 심
히 위험하고 근심되는 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육홍균)

46) 1989년 이인제, 노무현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해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권을 규정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별다른 국회 본회의에서 별
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법 개정 제안문에서도 특별히 부당해고에 대하여 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
령권을 갖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
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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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육홍균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당시 사회보건위원장 대리 김용우는 다음과 같이 대답
하고 있다.

“노동문제라는 것은 다만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움지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
원회를 구상해 가지고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자체가 노동조합에만 소속되어 있어 가지
고는 그 활동에 있어서 대단히 구속을 받게 되었든 것입니다.”(김용우)
이 기록을 보면 애초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에 관한 것뿐 아니라 임금의 규제를 위한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입안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1945년 노동조합법 제
정 이전, 노동위원회를 임금위원회로 구상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
고 당시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
언에서 잘 볼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성격은 즉 노동운동의 발전과 또는 노동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노동운동의 지도의 감독을 다만 정부에 맡겨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민
주주의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성요소는, ... 노동자를 대표하는 세 사람
과 또 기업주를 대표하는 세 사람과 공익을 대표하는 즉 노동자나 기업주 쌍방에 관련을
가지지 않은 그런 세 사람이 합해서 아홉 사람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노동문
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만 행정력에 의해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의 결
의에 의해 가지고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게 이런 구상을 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성을 생
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즉 노동운동을 다만 행정부에 맡겨서 하지 않고 좀 민간인으로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의 발언권과 혹은 기업주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넣어서 공정
을 기하는 의도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문제를 취급하게 한 것입니다.”(김용우)
물론 노동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제2대 국회 제15회 정기회 제10차 본회
의에서 전진한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자체가 앞으로 위원회법이 나오겠지만 우리 노동자의 입장으로 볼 적에는
노동자의 이익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관청의 권력 밑에서 관청의 대변기관이 되고 말거야
요. 그렇다고 하면 노동조합은 도저히 자유롭게 운동 못 합니다.”(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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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라는 것이 말이죠. 노동자 측에서 세 사람, 자본가 측 세 사람, 공익단체에서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6 대 3이요. 노동자 셋이고 자본가 측이 6이라고 보아도 괜
찮아요. 그러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네 말하자면 자
본가나 혹은 권력기관을 뒤에 배경으로 하는 그 위원회가 좌우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결의가 공익에 위반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조합
은 다 취소될 것 같습니다.”(전진한)
당시 법안에서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주
로 노동조합결의가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을 해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었던 바, 전진한
의원의 우려는 이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노동위원회가 행정관청의 임의
적 처리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한 노동위원회의 결의를 얻지 않고서는 이 행사를 행
정관청에서 행할 수 없게 행정관청을 제압해 놓은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 시기 노동위
원회법이 아직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법이 상정된 것은 1953년 1월 24일 제2대 국회 제15회 정기회의 제13차 본
회의정에서였다. 노동위원회법안은 정부(사회보건위원회)가 발의하였다.47)

“노동쟁의를 하는 것은 즉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의 자유권 즉 쟁의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조합법에 따라서 이 쟁의법이 통과됨으로서 거기에
부수해서 근로자의 복리, 국가적인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고 사업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
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노동쟁의법에 따라서 노동쟁의가 일어날 때에는 이때까지는 행정, 즉
말하면 사회부 소관으로서 사회부가 행정권을 가지고 조정하고 지휘해 왔든 것입니다마는
사회부가 관권으로써 또는 독단적으로 조정이나 지도를 할 때가 있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
을 도모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본, 즉 말하면 사용자의 편을 들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도
모하는 경향이 이때까지 흐르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행정관청인 사회부로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의에 의
해 가지고 그 결의의 결정된 바에 의해서 명령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했든 것
47) 노동위원회법의 자세한 제정 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이흥재,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132쪽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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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노동위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노동자를 위해서, 즉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창안해 가지고
이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올시다.
다만 행정부로서 노동쟁의조정법이라는 것을 이전에 법안을 사회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서 그것을 심의해 본 결과 다만 노동쟁의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노
동쟁의에만 극한(極限)해 있는 그런 법안을 구상했든 까닭에 우리는 좀 더 노동위원회의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가 임의대로 관권을 발동하거나 거기에 독선적인 행
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억제해서 만든 것이올시다.”(사회보건위원장 김익기)
3.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와 준사법적 기능
1951년 조선방직쟁의의 발생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 후 사회보건위원회가 행정관청
을 통제하기 위해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를 두고자 한다는 것은,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보
수적 법원에 대응하고자 했던 미국의 NLRB나 전후 복구기 노동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행
정력을 필요로 했던 일본의 노동위원회 설립 배경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한 의
도로 구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노동위원회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
단으로서의 노동위원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을 누구
로 할 것인가 즉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고, 노동위원회법 상정 후
국회에서의 주된 논의의 방향은 노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즉 제정 당시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판정기능까지 담당할 기구로는 예정되지 않았던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현재 미국이나 일본의 노
동위원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판정기능을 행사하고 있다. 판정기능을 노동위원회에 부여
하게 되는 과정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간소한 것이었지만, 부당해고구제나 차별시정과
같은 개별적 노동관계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에 대해서까지 노동위원회가 기능하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963년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권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당시 신랄한 비판이
있기도 했고,48) 현재도 “부당해고에 관한 분쟁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48) 1963년 4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권이 신설된 이후 박덕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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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서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권리분쟁이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은 처음부터 행정적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해고무
효확인의 소를 마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같은 평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노동법의
구조적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49) 그러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결과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다. ‘부
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이익취급으로 인한 해고’의 원인관계가 다를 수는 있겠
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로 나타남으로써 결과적 동질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50) 또한 미국이 사법적 구제방식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구제방식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채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관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 계약과 불법행
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법원리의 한계 때문이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이 이러
한 한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이 과연 민법상의 계약과 동질적인 계약인가 하
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계약과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원리의 한계를 근로계
약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 노동법의 구조적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등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오랜 시간을 들여 노동위원회제도를 만들고, 그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담당해
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제 입안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던져진 느낌을 받게 되고, 심판기능의 부여나 확
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
기왕 노동위원회에 준사법적 심판 기능을 부여하였다면 그것의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
기 위한 수단, 기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절차적 중복성의 해소, 법원과의 관계 등에
동위원회는 사회적 타당성을 기저로 하여야 한다”, 『월간 법제』(1963년 9월호)에서는 “미국에서는
사법과 행정의 충돌이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개인의 헌법상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서 이 문
제가 발생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다. ... 행정이 법적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관계로 처리할 줄 모르는 처지에 있다. 공무원이나 또는 행정이라면 권력관계가 아니고 봉사의 위치에
있다는 센스가 거의 결여되어 있는 한국에서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행정의 개념과 어감
을 미국식으로 생각함은 심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 미국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는 그에 있어서
는 개인의 인권보장을 기본으로 한 사법적 국가에 의하여서는 그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
결하기 어려운 까닭으로 행정적 국가의 형태로의 전환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에 있어서는 너무도
관료적 특수계급의 지배국가로서 권력의 무방비 상태에 신음하고 있던 국가인 것이다. 이에서 헌법상
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기관은 오직 사법기관밖에 없게 된 것이다. ... 노동위원회를 노동법원으로 대
체하는 길만이 노동기본권을 확보하여 노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고 하면서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사를 나타내었다.
49) 김형배, 『노동법』(제24판), 박영사, 2016, 752쪽, 754쪽.
50) 부당해고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경합하는 청구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
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은 아니다.

33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대한 여러 제도적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
지 못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Ⅳ. 결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제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 기대된다. 노동분쟁해결제도가 민형사분쟁해결제도로부터 독립되어 별도의 수단을 강
구하기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었지만, 단체교섭의 촉진과 보장 등 노사관
계에서 노동조합의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 제도가 성립 면에서는 가장 늦었고, 성립이나 발전과정에서의 논의
는 가장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역할은 가장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
나라에서 노동위원회제도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
된다.
다만 제도적 목적과 가장 적절한 수단성은 늘 변화하기 마련이고,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단 또한 불가피하게 변할 것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분쟁해결제도는 언젠가
부터 현재의 노동위원회제도가 가장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는 의견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보다 나은 노동분쟁해결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제도의 출발점을 돌이켜 보면서 일신(一新 혹은 日新)하
고자 하는 바람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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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절차의 역할과 현실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며
노동분쟁해결절차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
논의하여야 할 점들이 많을 수 있다. 다만 필자의 역량의 한계와 관심사의 편협함을 이유
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아울러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에 대해
서도 몇 가지 점들만 살펴봄에 그치겠다. 그 밖의 여러 논의점들은 토론자분들이 말씀해주
시기를 부탁드린다.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현황
(1) 구제 현황
노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구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저조하다. 2014년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보면, 총 840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44건(5.2%)만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구제명령을 하였다. 그 밖에 369건(43.9%)
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각하였고, 416건(49.5%)은 당사자 간 합의로 취
하 또는 화해하였고, 11건(1.3%)은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각하하였다. 특히 2011년도에
는 구제명령이 내려진 인정판정건수가 16건(총 처리건수 795건 중 2.0%)에 불과하기도
하였다.1)2) 최근에는 부당노동행위의 인정판정률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어서, 중앙
1)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5년판), 2015. 7, 653-654쪽 참조.
2) 중앙노동위원회의 홈페이지(http://www.nlrc.go.kr/)의 통계자료에서는 심판사건처리현황에서 부당노동
행위 사건을 별도로 통계하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중요성과 특이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별도로 통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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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를 포함하여 전체 노동위원회를 기준으로 대략 10%를 상회하고 있다.3)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일본을 통해 계수한 법제도이다. 미국, 일본, 우리
나라 모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
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실현에는 1차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 시스템이 중요하다.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성패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유형별 신청 현황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년도 이월
을 포함한 총 접수건수 948건 중 불이익취급(제1호·제5호)이 829건(87.4%), 지배개입(제
4호)이 92건(9.7%), 단체교섭거부(제3호)가 19건(2.0%), 반조합계약(제2호)이 8건
(0.8%) 순이다. 불이익취급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대다수는 해고 사건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 지배개입, 단체교섭거부 등의 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더 절실하다. 그러함에도 구제신청이 적다는
것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구제에 대한
기대가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3) 고용노동부의 조치 현황
2014년도에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된 사건은 591건이
다. 2014년도에 처리된 신고사건 총 508건 중 95건(18.7%)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반면, 256건(50.4%)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어 불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7건(30.9%)은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행정종결 하는
등 고용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4) 또한 고용노동부
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도 실제로 그 중 일부만이 기소될 뿐이며, 재판을 거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처벌의 내용도 벌금에 그치고 있어 형사처벌
제도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5)

ㆍ

3) 중앙노동위원회, 심판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워크숍, 2016. 1. 19, 4쪽에 따르면, 인정판정률(%)
은 (2011)2.6 → (2012)10.3 → (2013)11.3 → (2014)10.2 → (2015.10)16.2로 설명한다. 이는 특
히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심사를 충실히 하려는 개선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5년판), 6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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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나 근절을 책임지는 기관이 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갖는 집단성 특징(집단노사관계 속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에 집중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는 전반적인 노동정책의 측면을 우선적으
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 부당노동행위 대처에 소극적이게 된다. 아울러 일선 근로감독관은
일상적으로 임금체불 등의 근로감독업무만으로도 벅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처할 여력
이 없다. 그 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수사나 형사처벌은 특정 사건에 대해
이벤트성 법집행일 뿐이다(예: 최근의 창조컨설팅 관련 사건). 노동조합이 조직된 모든 사
업장에서 집단노사관계의 일상적인 안정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기능한다는 점에서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구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6)
이하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개선점에 관하여 논한다.

2.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구제 인정이 적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조합·근로자
가 부당노동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노측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다. 노측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자체에 기대를 갖지
못하여 신청도 적다. 또한 신청하여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 지배개입, 단체교섭거부 유형 - 직권조사의 강화 필요
지배개입 유형의 경우 지배개입의 사실이 있는지, 지배개입의사가 있는지 등은 제반사
정을 통해 인정될 수 있는데 노측이 제반사정에 대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가 쉽지 않다. 특히 지배개입은 대개 은밀히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단체교섭거부 유형의 경우 사측은 경영사정상 표면적으로 정당하게 보이는 사유를 주장
하여 노측이 사실상 그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다양한 고용 유형, 복수 노조
의 상황에서는 경영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 또한 성실한 교섭태도를 유지
5) 송인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5. 9.
17, 34-78쪽.
6) 김홍영,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방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15. 9. 17,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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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가(성실교섭의무의 준수)의 문제가 개별교섭 시도, 반조합적 언동, 복수 노조 사이
의 차별적 태도 등 지배개입의 모습으로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사건에서 노측이 교섭거부
의 제반 사정을 자세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개인의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노사관계의 집단적 측
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도 아울러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에 대해 직권 조사를 충실히 하여야 가능하다.
최근 중노위를 비롯한 노동위원회는 조사 절차의 개선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7) 상당
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한 진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절차나 방안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
는 행위가 대화에서의 발언인지, 연설에서의 발언인지, 문서의 배부 또는 근로자들에 대한
의견조사에 의한 것인지, 조합활동에 대한 감시인지, 보호되는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징계
또는 해고인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조사의 내용을 상세히 열거하는 체크리스트
를 준비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른 직권조사 체크리스트는 조사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조사의 누락을 방지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
다.8)
둘째, 노위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증언이나 증거의 제출을 고의적
으로 거부하거나 보복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꺼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증언 등을 직간접
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9) 노위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
과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 제재 방안, 사측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
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간접적 제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2) 불이익취급 유형 –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실의 매뉴얼 마련
판례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
7) 예를 들면, 중노위의 집단노동분쟁 사건처리 참고자료(2015. 3. 교섭대표결정과)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지침을 제시한다.
8) 미국의 경우 NLRB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NLRB, Checklist for 8(a)(1) Allegations,
GC 08-06 Attachment B, 2008; NLRB, Checklist for 8(a)(5) Allegations, GC 08-06 Attachment
D, 2008; NLRB, Checklist for 8(a)(3) Allegations, GC 08-06 Attachment C, 2008 등.
9) 현행법상 제재조치로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
는 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위
원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것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노위법 제23조 및 제31조). 그러한
방식으로는 당사자나 참고인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진술하지 않는 경우 제출, 출석 진술
을 강제하는 방법이 충분하지 못하다.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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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의 추정을 인정한다. 즉
실질적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사항들은 ①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
유, ②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내용, ③ 해고 시기, ④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⑤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교, ⑥ 종래의 관행, ⑦ 사용자의 조합원
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⑧ 기타 여러 사정 등을 들고 있다.10)
해고이유 경합은 해고이유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과 근로자(노동조합)의 주장 사이에 서
로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어떤 이유가 사실로서 입증이 되는가의 문제일 뿐

ㆍ

이다. 판례는 법리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근로자 노동조합측에게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11) 노동위원회의 실무에서는 그러한 제반 사정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고 검토하는지의 접근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신청인(노측)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증거를 제시하라고만 하고 있어, 실제 사건에서 부당
노동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다.
불이익취급 사건도 노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다만 노위의 제한된 인력과 역
량을 고려하면, 노측이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입증을 쉽게 할 수 있게 매뉴얼을 정비하고,
노위의 직권조사는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노위 내부 인력을 위
해서뿐만 아니라 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도 매뉴얼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를 추정하는지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판례가 제시한 여러 항목들 각
각에 대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추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태도에서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이 가능하겠다.12)

3.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의 내용13)
1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
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
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11)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12) 자세히는 김홍영, “부당노동행위 인정요건과 판단”, 노동법학 제5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6. 3,
103-133쪽 참조.
13) 이 부분은 필자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강성태․김홍영․조용만․최석환, 미국․일본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 사례 비교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연구기관: 국제노동법연구원), 2015. 1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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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명령 내용의 현황
최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으로 중지·금지명령, 공고문·판정서게시명령
등도 활용하는 발전을 보인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중지 및 금지하는 명령이 모든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지고
있지 않다.
②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공지하는 공고문게시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존
재한다. 공고문 게시와 판정서 게시가 혼용되어 기준이 없으며, 공고문에 게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고문의 크기(규격), 모양 및 게시기간 등에 관해 구
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공고문 게시명령을 정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③ 지배개입 사건에서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명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구제나 시정
에 부족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명하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명령이 사용
되지 않고 있다.
⑤ 배상명령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작위명령 내용으로 경제적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배상명령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교육실시명령이나 행정기관의 각종 교육명령에 상응
하는 교육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구제명령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원칙과 기본 방안
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의 원상회복과 그를 통한 노사관계 질서의 정상화에 필요한 유연
하고 탄력적인 내용과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 한도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법 규정
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②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주문은 도입부(사용자의 문제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됨
을 확인함), 구제명령부(사용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의 특정한 행위를 명령함), 이행확인
부(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이행 상황을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등 세 파트로 구성
한다.
③ 노조법 제84조 제1항을 개정하여 구제명령의 종류를 예시하는 것이 좋다. 가령 노조
법 제84조(구제명령) 제1항을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중지 및 금지, 공고문의
을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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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원직복귀 또는 고용승계, 금전보상, 단체교섭의 개시, 조합시설의 이용 또는 제공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권리나 노사관계 질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구제명
령을 발하여야 하며, …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으로 개정한다.
④ 구제명령의 통일성, 안정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개별 구제명령의 검토

ㆍ

① 특정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부작위 명령인 중지 금지 명령은 모든 구제명령의 주
문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열
거하는 한편,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포
괄적인 금지명령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용자에게 일정 장소에 일정 내용의 문서를 공고하도록 명하는 공고문게시
(postnotice, notice posting) 명령은 (가) 원칙적으로 모든 구제명령의 주문에 공고문게
시 명령을 포함시키고 (나) 공고문의 구체적 내용과 전달 체계를 마련하며, (다) 공고문의
형식 등을 구체화한다.
③ 이행상황 보고명령 즉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포함된 각종 조치의
이행 상황을 노동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④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제도, 근로삼권, 집단적 노동관계법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은 노사관계 질서의 회복이라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주문에 교육명령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권고적인 것으로 운영하고, 특히 벌칙의 적용은 신중
할 필요가 있다.
⑤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권리나 질서의 침해가 원상회복을 하기 어렵거나 원상회복 방
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노사관계 질서의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여 사용자에게 금전보
상을 명령하는 금전보상명령은 입법이 전제된 후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⑥ 단체교섭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교섭명령 외에도 탄력적인 구제명령 예컨대 사용자
가 불법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의 원상회복, 필요한 정보의 제공, 합의 도달에
따른 합의서의 체결 등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좋다.
⑦ 시설과 근로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명령은 복수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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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된 구제명령의 적용 단계
① 상시적 주문에 속하는 것들(중지 및 금지 명령, 원상회복 또는 시정 명령, 공고문 게
시 명령, 그리고 이행상황 보고 명령 등)은 모든 구제명령에 상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며
지금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부가적 적극적 조치 주문 중에서 ‘단체교섭 관련 명령’
과 ‘시설과 근로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명령’ 역시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
들이다.
② 포괄적 금지 명령이나 교육 명령은 좀 더 검토를 거치거나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실
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금전보상 명령은 입법적 개선이후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Ⅲ. 기타
1. 임금체불 구제
(1) 현황
고용노동부에 2014년도에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건 중 119,760개 업체에서 292,558명
의 근로자들에게 1조 3,195억 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
금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청산지도, 민사절차 지원,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해결하
고 있다. 2014년도에 6,452억원을 청산지도로써 해결하여, 지도해결율이 48.9%이다.14)
무엇보다도 임금체불의 발생 규모나 건수가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임금체불은 있
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2) 임금체불 방지 방안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개월간 체불하면서도 계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는 해고 사유가 제한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임금체불
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5년판), 2015. 7, 2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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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경우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쉽게 정리해고 할 수는 없다. 월급제가 보편화되
어 있는데, 월급제에서는 몇 번 임금지급을 미루면 수개월이나 된다. 근로자들은 다음 달
에는 임금이 제대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사용자의 말을 믿고 계속 근로할 수밖에 없는 실
정이다.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구조에서 특히 유노동 무임금으로 노동의 착취에 취약함이
발생한다.
현재의 처벌제도는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하면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근로
자가 일부 포기하고 일부만 지급받음으로써 청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처벌
제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방지되지 못해왔다.
임금체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곤란을 가중하는 중대한 원인이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이 체불임금액보다도 더 커진다면 임금체불을 의도하지 않는다. 임금
체불에 대해 체불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2배의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면 법 위반이 억제되는 효과가 크다 하겠다. 구제 절차(민사소송 방식, 노
동위원회 구제 방식 또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방식 등)에서 구제기관이 2배의 부가금
도 추가하여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임금체불 분쟁 해결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안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의 권리분쟁의 측면이 크다. 소송 등 기존의
사법제도에 의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청산지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여 왔다. 이 체불임
금청산지도 업무가 근로감독관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 도리어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점
검을 통한 근로감독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선방안은
임금체불사건을 사법기관 등 구제기관을 통해 구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사건처럼 체불임금사건도 담당하여 판정하자는 제안도 등장한다.
반면에 부당해고사건도 노동위원회가 판정권한을 없애고 조정기능으로 대신하고 해고, 임
금 등 권리분쟁 전반에 걸쳐 조정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등장한다.
임금체불분쟁의 해결제도와 관련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직접 임금체불
청산을 지도하는 대신에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노사간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구제제도
를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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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보장 질서의 강화
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행정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소
액에 불과해 근로자 개인은 소송 등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이 헌법질서(헌법
제32조 제1항 참조) 및 노동법질서의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준수가 철저
히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의 행정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취약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77개
사업장에서 1,645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대부분(1,627건)이 시정하도록 조치되었다.15)
첫째, 현재의 사업장 감독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
다. 점검 사업장의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시정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시정을 하
면 처벌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사전에 준수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 고의
적이고 반복적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
루어져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위반의 시정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액수의 수배에 해당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반 기간,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이 부과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득은 소멸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사업을 중단시키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부당해고 구제
(1) 현황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노동위원회에 도입되면서 그 절차의 성과는 크다고 평가된다.16)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부당해고 구제가 차지하는 대부분으로 그 비중이 크다. 화해해결을
통해서도 많이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5년판), 2015. 7, 224쪽 참조.
16) 다만 경영해고(정리해고) 분쟁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노동위원회 절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체법상의 문제가 더 크거나, 구제절차의 문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 모두 해당되는 문제일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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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위촉
노동위원회 위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순차적 배제방식이라는 공익위원 선출방식이다(노
동위원회법 제6조 제4항). 노·사 어느 한 쪽의 입장에 서서 그 이해를 대변해 온 노동 관
련 전문가들이 상대방 쪽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배제되어, 노동위원회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노동법 교수들까지도 공익위
원 위촉에서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켜왔다. 심판위원회가 3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 단체나 당사자가 특정 위원의 성향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나 생각된다. 판
정의 경우 판례 법리를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되어야 한다. 
노동 법률, 노동문제에 대
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위원이 주심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진
다는 노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평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노동위원회도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관
의 채용에 있어 고용노동부와의 순환 보직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전문성 강화에 부족한
면이라 하겠다. 노동관계 경력자(변호사, 노무사 및 민간전문가 등)를 특채로 임용하여
조
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사측에 존재하는 증거의 발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나 법원을 통한 구제나 모두 마찬가지인데, 부당해고 사건의 증
거는 사측에 편재하여 노측이 이를 발견하여 증거로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 증거의 편재의
시정할 수 있는 구제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
사실 해고된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인데다가, 해고에 앞서 인터
넷 계정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업무상 지시/명령 또는 업무수
행 등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해도 접근이 어렵다. 특별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의 유형이
필요하다. 나아가 "다 삭제해 버렸다"는 회사의 항변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계정으로 된
이메일에 대한 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모색도 필요하다.

3. 분쟁발생의 예방
노동분쟁해결절차에 관한 논란은 종종 분쟁발생을 예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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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다. 적절한 사전 제도를 둠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분
쟁을 해결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서면해고통지의무(근기법 제27조 참조)를 위반한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이다. 해고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해고
서면통지가 사용자에게 상식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의 양식을 고용노동부가 마
련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처럼,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서면통지의 양식을 마련하여 일
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해고서면통지 제도가 해고를 신
중하게 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양식을 공적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해고를 쉽게 한다고 오
해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신청에서 신청인이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각각의 요양급여별로 구비하여야 할 각각의 서류
가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의 경우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인노무사가 재해근
로자의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법 문외한인 재해근로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의학적 소견 등 법률로 정하는 서류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오직 신청서만을 제출하기도 한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서
류가 미비하여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보
험급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 거부처분은 행정소송 단계에서 위법하다고 판결
받기 힘들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에 따른 심
사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산재보험법에서도 근로복지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
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그 조치는
재량에 그치고 있다. 재해근로자를 적시에 구제하여 조속한 업무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보
험급여의 신청 단계에서의 조사‧진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조사‧진찰 요구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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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과 미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론
법률적 관점에서 '노동분쟁'이란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노동관계법상의 쟁점이 다퉈
지는 법적 분쟁을 뜻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임금소송, 파업과 관련한 형사사건 등과 같은
민․형사 및 행정 사건이 그 대표적 예다. 일반적으로, 노동분쟁은 소송 형태, 당사자 등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1) 소송 형식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분쟁은
분쟁 해결 제도의 대상이고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점에서 이 둘은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기는 어렵다. 즉, 노동분쟁은 분쟁 해결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쟁 해결 제도
는 노동법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노동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를 전제해서 노동분쟁을 바라보고, 그에 맞춰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1990년대 이후 비정규
근로와 간접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변화된 노동분쟁의 실태를 과소평가하는 착각을 야기
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노동법의 사법화(私法化) 현상은 근로
감독과 형사제재를 노동법에서 밀어내고 민사법원을 노동분쟁 해결의 주요한 메커니즘으
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노동분쟁을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민사법이 노동의 법
제였던 자본주의 초기로 회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자본주의 초기
노동자와 동일한 처지에 놓인, 비정규 근로자들은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었다. 이 상황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노동분쟁 해결 제도
또는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에도 법원,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제도 등의 당․부당 또는 개선 방안이 논의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 분쟁 해결 제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특정한

1) 김선수, "노동갈등의 현황과 쟁점",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34-37면; 김선수, "노
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및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노동과 법｣ 제4호, 한국금속
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4, 315면; 김흥준,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사실인정과 해석", ｢노동
법연구｣ 제12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2면; 도재형, "노동판례의 최근 경향 및 노동법원
논의에서의 시사점", ｢노동법학｣ 제2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142-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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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다른 제도와 함
께 노동법 이행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곤 한
다. 즉, 노동 분쟁 해결 제도는 권리 구제의 수단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노동법의 이
행을 확보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지탱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노동법의 이행 확보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제도들이
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 노동분쟁 해결 제도 또
는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들을 새로 만들거나 보완해야만 노동법의 정당성은 회복될 수
있다. 오늘 발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 잡아 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살펴보
고(Ⅱ), 노동법의 이행 확보에 관한 새로운 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Ⅲ).

Ⅱ. 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
1. 비정규 근로의 확대
생산 조직의 수직적 해체는 1990년대 이래 가속화되고 그 결과물인 비정규 근로는 이
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고용 형태로 자리잡았다. 전통적인 노동법은 생산 조직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개념에 기초하여 사업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맞춰 노동법적 책
임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근로자는 개인 기업 또는 법인격을 갖춘 하
나의 기업에 소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호 법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생산 조직의 수직적 해체(vertical disintegration)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는 애당초 법원이 믿었던 것과 달리,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가 아니라 생
산 조직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그로 인해 사내하도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및 비정규 고용 방식이
새로운 노동력 이용 수단으로 정착되었다.2)
생산 조직의 수직적 해체는 불확실한 기업 경쟁의 여건에서 노동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사용자에게 생산 조직의 수직적 해체는 ① 근로계약 시
발생하는 채용․훈련 등과 관련된 유사 고정비용(quasi-fixed costs)를 줄일 수 있고, ② 미

2) 이 문단은 Hugh Collins,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Challenge of Vertical Disintegrat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aws,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10, No. 3, 1990(1990a),
353, 356면; 도재형, ｢노동법의 회생｣,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409면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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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되고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자영인 등과 계약함으로써 기
업 내부보다 저렴하게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으며 ③ 노동법으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④ 장기 고용 관계를 회피함으로써 기업의 교섭력을 강화시키고 작업 방식
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3)
통계청이 2016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
직 근로자는 839만 명이고 전체 임금 노동자의 43.6%를 점하고 있다. 임금 소득과 사회
보험 가입 비율 등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극심한 격차는 여전하다. 2016년 3월 현재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311만 원의 48.7%인 151만 원에 불과하다. 그
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1,923만 명 가운데 452만 명(23.5%)이 저임금 계층4)인데,
정규직 중 저임금 계층은 72만 명(6.7%)에 불과하지만 비정규직은 380만 명(45.3%)에
이른다. 현 직장에서의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보험 유형별로 정규직은 85～99%인데, 비정
규직은 20～39%에 불과하다.5)
노동분쟁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는 더 이상 주변부의 지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소득활동
기간 중 상시적으로 해고 또는 근로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
반 사례도 많이 겪게 된다. 기업의 노무 관리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용 형태별로 근로조
건이 분리되는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과거 정규직 근로자가 생애에서 많아도 한, 두 번
경험하던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은 비정규 근로자에게는 상시적 현상이다. 그들에게 노
동분쟁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노동분쟁에서 비정규직이 일으킨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중적 노동
시장은 고착되고 노무 제공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노
동 문제와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가 나타남으로써 전통적인 노동법 법리만으로는 노동분
쟁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 폰의 앱(App)을 통
해 배달을 하거나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이들에게 사회
보험을 적용한다면 누구에게 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등 우리가 아는 노동법 지식만으
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낯선 노동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 주변부에 머물던 비정규 근로 관련 노동분쟁이 그 양과 질 모두 변화하고 있
3) 이 문단은 Collins(1990a), 앞의 논문, 360-361면; 도재형, 앞의 책, 409-410면에서 인용했다.
4) 유럽연합의 LoWER(Low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 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중위임금의 2/3 이상 3/2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으로, 중
위임금의 3/2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구분하다. 여기에서는 중위임금(10,362원)의 2/3인 시간당 임
금 6,908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 계층으로 구분했다.
5) 이 문단은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이슈 페이퍼 제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6, 1면 및
15, 19, 26면; 도재형, 앞의 책, 76면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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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는 과거 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제로
해서 마련된 노동법 이행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

2. 사업 형태의 다양화
노동법에서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조직으로 파악된다. 기업은 일단
(一團)의 개인들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상품과 용역을 함께 생산하는 곳으로서 각 개인
들의 노동은 분업을 통해 공동의 목적에 기여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을 생산 조직의
수직적 통합으로 파악한다면, 민사법적 관점에서 기업은 단체법적 책임의 주체로 파악된
다. 그리고 기업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자본 단위에 의해 통제되고 지휘되는 생산 관계라는
점에 근거하여 책임 주체로 파악된다. 따라서 민사법에 의하면, 복수의 자본 단위로 구성
되는 기업 집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6) 이러한 기업에 대한 민사법적 시각
은 노동법에도 그대로 옮겨졌다.
그런데 생산 조직의 결합은 민사법이 예정하는 모습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
들은 하나의 법인격에 의해 결합되는 방식 외에도 오너십, 계약 및 권위 등으로써 결속되
어 왔다. 예컨대 모자회사․지주회사 혹은 재벌과 같은 모습을 통해 여러 회사가 단일한 오
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오너십), 건설 공사에서와 같이 기업 간 계약을 통해 생산 조
직이 결합되는 경우(계약) 그리고 투자회사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개별 기업의 의사 결정
이 투자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권위) 등의 방식이 기업들의 결합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7)
기업은 비교적 자유로운 법률적 여건 아래에서 위와 같은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신이 영위하는 생산 조직의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규모와 결합 방
식에 관한 자유는 기업의 법적 책임의 범위를 자유롭게 획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이를
통해 결국 기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강행법규의 의무를 회피하곤 한다. 즉 기업의 규모
및 결합 여부에 관한 기업 경영의 자유는, 기업 결합 방식에 대한 민사법과 노동법의 낮은
이해 수준과 연결되어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8) 특히
상법과 기업법 분야와 비교할 때, 기업 결합 방식에 대한 노동법의 낮은 이해 수준은 새로
6) 이 문단은 Hugh Collins, Ascription of Legal Responsibility to Groups in Complex Patterns of
Economic Integration, The Modern Law Review, Vol. 53, 1990(1990b), 731-732면; 도재형, 앞의
책, 412면에서 인용했다.
7) 이 문단은 Hugh Collins(1990b), 앞의 논문, 734면; 도재형, 앞의 책, 412면에서 인용했다.
8) Hugh Collins(1990b), 앞의 논문, 7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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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9)
결국 이러한 기업 또는 사업 조직의 다양한 결합 방식에 조응해서 적절한 해석론을 마
련하는 것은 현재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요구는 실무가 또는 법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만큼 노동 분쟁 해결 제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노동 법리의 복잡화․분절화
앞에서 설명한 노동시장의 이중화로 인한 비정규 근로자의 확대, 그리고 사업 형태의
다양화는 노동 법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 형태별로 상이한 법리가 형성되는 계기
로 작용한다.
노동법은 전통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소정근로시간의 근로(full-time 근로)를 제공
하면서 하나의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10) 그러나 이렇게 다수의 근로자가 하나의 기업에서 자신의 생애 대부분을 보내고,
자신의 직업 경력과 은퇴 후의 생활을 예측할 수 있던 시대는 사라졌다. 특히 대부분의 비
정규 근로자는 생애 동안 여러 기업에서 일하고 실업과 취업을 반복한다.11)
우리 노동 법리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들의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당시 중공업 산업단지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들이 제기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최초의 노동 법리
가 우리 사회에 선보였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급변했다. 이
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심화되고,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
고 있다. 그로 인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주변부 노동력과 관련한 새로운 법률과 판례 법
리가 출현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 즉 중심부 노동력과 관련한 법리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역시 상시적 실업 위기와 고용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의 고용조정 기
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그에 대응하여 판례 법리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 그리고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필수유지업무 제도 등 새로운 집단적 노사관계 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관련 판례 법리를 정비할 필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9) 이 문단은 도재형, 앞의 책, 412-413면에서 인용했다.
10) 김형배, "한국에 있어서의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노동법학｣ 제28호, 한국노동법학회, 2008, 2면;
도재형, 앞의 책, 406면.
11) Christophe Vigneau, Labor Law between Change and Continuity, Comparative Labor Law &
Policy Journal, Vol. 25, No. 1, 2003, 140면; 도재형, 앞의 책, 406-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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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법의 사법화(私法化)
자본주의 체제가 정립될 무렵에는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민사법
이 '노동'이라는 상품을 거래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바로 사적 자
치의 원칙이 근로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법 체제로서 노동법을
구상하게 된다. 노동법은 구체적인 인간상을 상정하고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했으며 근
로자들의 단결을 허용했다. 그리고 그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일반 법원에 대한 소구(訴求)
외에도 근로감독 제도와 법규 위반자에 대한 형사제재를 추가했다. 이는 종속적 지위에 있
는 근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노동법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법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노동법을 통해 개별 근로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근로감독관 제도와 형사제재를 통해 국가에게 노동법의 이행을 확보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
했고, 그로 인해 노동분쟁 해결의 책임은 민사법원의 손에 맡겨졌다.
통상임금 논쟁이 그 대표적 예다. 통상임금 관련 판례가 1990년대 중반부터 변경됐는데
도,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예규를 바꾸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근로감독관은 통상임금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이행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법원으로 넘어갔다. 행정예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기업
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감독관은 기계적
으로 통상임금 지침을 적용했다. 이렇게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근
로자들은 임금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는 것 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만
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 이것은 결국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근로감독 기능의 약화로 연결되
었다. 이와 같은 근로감독 기능의 약화 현상을 거칠게, 노동법의 사법(私法)화라고 말할
수 있다.12)
노동법의 사법화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노동법적 보호 범위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
다. 정규직 근로자는 소구(訴求)의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여력이 있지만, 불안
정 고용과 소득에 노출된 비정규 근로자는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개별 비정규 근로자가 입는 재산상 손실이 작다는 점에
도 기인한다. 즉, 다수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노동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12) 이 문단은 도재형, 앞의 책, 346면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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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것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근로
감독 기능의 약화 또는 정부의 방임은 기업이 저지르는 노동 범죄를 시민들 사이의 채권․
채무 문제로 보는 착시 효과를 발휘했다.

Ⅲ. 노동법의 이행 확보 제도의 새로운 구성
1. 노동법의 이행 확보를 위한 새로운 틀
노동법이 법령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정당성(legitimacy of labor law)
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노사 현실에서 그 규범력이 발휘되지 못해 종속노동의 보
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노동법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1990년대 이
후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노동법의 정당성은 위기에 처했다. 노동법
은 시장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그 준수 여부는 사용자의
의사에 맡겨진 것처럼 이해되었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시장
의 논리로써 자신의 위법․탈법 행위를 정당화하곤 했다. 하지만 기업의 노동법 미준수(위
반) 행위는 비공식 고용을 확대하는 원인일 뿐 아니라 상품․용역 시장의 불공정 경쟁의 원
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는 노동법의 규범으로서의 의의를
훼손한다.13)
흔히 노동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확대하는 방안
(self-enforcement), 근로조건들을 개별 근로자가 소구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로 구성하
는 방안(individual enforcement) 및 근로감독관과 행정적 제재를 통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officer enforcement, enforcement by an agency)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4)
따라서 노동법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꿔 노동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기업에 정착되어야 한
다. 더 이상 영세 사업장의 지급 능력을 이유로 노동법 미준수 행위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② 노동법 위반 사용자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소송과 추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
도를 확충해야 한다.15) ③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독 능력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13) 이 문단은 도재형, 앞의 책, 399면과 404면에서 인용했다.
14) Paul Skidmore, Thinking about enforcement: The minimum wage in practice, Legal Regul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350-351면.
15) 노상헌,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근로감독", ｢노동법연구｣ 제37호,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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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노동법 위반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높여야
한다. 이 가운데에서 자율적 이행의 확대 방안이 노동법의 이행력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두 방안 역시 기업의 자율 이행을 확대하는데 필수적 수단이다. 노동법
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법을 지킬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즉, 제재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만 자율적
이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성공할 수 있다. 법률의 존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16)17)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 제도 또는 노동법 이행 확보 수단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에 협력하며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출현한 노무제공자 유형 중 상당수
는 노동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었다. 기업에 우호적인 정부 역시 근로감독 기능을 형해화시
켰다. 근로감독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적발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곤 한다. 노동법과 비정규 근로자 보호 법률의 제․개정 과정을 통해 다양
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 노동위원회 역시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의심받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법의 이행 확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이행은 윤리적 측면에서 권장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되곤 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이 노동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동법 이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행 노동법 이행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함
으로써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노
동 법리의 복잡화에 대응한 분쟁 해결 기구의 전문성 제고, 비정규 근로 확대에 대응한 노
동위원회와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 등과 같이 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에 맞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노동법의 이행 확보 제도 또는 기업의 자율적 이행을 확대하기 위
해 마련한 정책을 폄하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오히려 다시 그 제도의 본래
적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된 노사 현실에 맞춰 재정비함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자는 취지다.

노동법연구회, 2014, 26면.
16) Skidmore, 앞의 논문, 362면과 367면.
17) 이 문단은 도재형, 앞의 책, 404-405면에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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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사회보장법원의 신설
실체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즉 실체법을 통해 권리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 그 법
체계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노동법이 노동시장의 이중화 및 노동분쟁의 복잡화 현
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체법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한 소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를 통해 새로운 노동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도 갖출 수 있다.
노동법이 독립된 법체계로18) 완성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소송 절차와 노동법원 체계
가 필요하다. 모든 법이 그렇듯이 노동법 역시 적절한 절차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한다.19) 오세혁 교수의 비유처럼, “실체법 없는 소송법(절차법)은 공허하며, 소송법
(절차법) 없는 실체법은 맹목이다”.20) 민사법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민사법원에서, 형사법
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형사법원에서, 가족법은 가사소송법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다뤄지는
등 실체법은 그 이념과 인간상에 부합하는 소송 절차를 갖춰야 법체계로서 온전하게 운용
될 수 있다. 예컨대 민사소송 절차는 민사법이 상정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에 맞춰 설계
된 논쟁 과정이고 그 이념인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는 사적 자치 원칙의 소송법적 변용이
다. 따라서 민사법과 다른 이념과 인간상을 전제한 노동법에서도 독자적인 소송 절차와 법
원이 마련되어야 한다.21)
한편, 이 문제는 노동법과 동일한 인간상에 기초한 사회보장법 분야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사회보장 관련 분쟁을 일반 행정소송에 맡기는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생존을 위협
하거나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보장 관련 소송 절차는 신
속하게 진행되고 확정판결 전이더라도 임시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준사법적 행정절차 또는 법원 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행 사회보
장기본법 제39조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회보장 행정처분을 받은 수급권자가 이용할 수 있
는 권리 구제 절차로서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22)
노동․사회보장법원은 법원이 다루고 있는 기존 노동․사회보장 사건을 통일적으로 관장하

18) 진쯔하이머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독자적인 원리와 독립된 형태를 갖춘 별개의 독립한 법학의 일
부"를 의미한다(이철수,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노동법연구｣ 제8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16면).
19) Lord Wedderburn of Charlton, The Social Charter in Britain: Labor Law and Labour Courts?,
The Modern Law Review, Vol. 54, No. 1, 1991, 35면; 도재형, 앞의 책, 403면.
20) 오세혁, "법철학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법철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5, 92면.
21) 이 문단은 도재형, 앞의 책, 403-404면에서 인용했다.
22) 이 문단은 김남근, "공공부조와 사회보장기본법",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학술대회지｣,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2012. 4, 113-114면; 도재형, 앞의 책, 404면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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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수법원 형태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사회보장 분쟁 해결에 관한
법원의 전문 역량을 키우고 참심제, 긴급이행명령 등 관련 분쟁의 성격에 조응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사회보장 분야에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며 소송 절차의 공정
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이 방안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된 노․사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
노동․사회보장법원에 관한 논의와 별도로, 가장 대표적인 노동 분쟁 해결 절차인 노동위
원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노동위원회 제도는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해
결한다는 장점 때문에 비정규 근로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 많이 이용하는
분쟁 해결 제도이다.
그런데 현행 노동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와 분리되어 있지만 인사와 재정 등
에서 고용노동부의 실질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대
부분의 고위직 인사는 정부가 임명하고 그 재정 역시 고용노동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받곤 한다.23) 고용노동부가 노사관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행정기관인 이상 노동위원회
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조력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심판
기구로서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24)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위원회의 공무원 정원을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둠으로써 인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재정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노동위원회가 비정규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절차도 더
욱 보완되어야 한다. 예컨대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
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보는데,25) 이는 기간
제 근로자에게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만 지울 뿐이고 노동법의 이행 확
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3) 강성태, "노동에서의 정상(正常)",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2. 10. 19, 211면; 도재형, 앞의 책, 404면.
24) 도재형, "노동위원회와 법원, 그 갈등과 조절", ｢노동법학｣ 제2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9, 70면; 도
재형, 앞의 책, 404면.
2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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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
우리나라 노동법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로감독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감독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근로감독관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인원은 정체되어 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는 1,059명, 신고 사건 수는
303,770건이고,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은 1,398개소, 담당 근로자는 12,011명이
며, 신고 사건 처리 수는 287건이었다. 그런데 2014년 말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의 수는
1,074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신고 사건 수는 336,30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근로감독관
1인당 담당 사업장은 1,571개소, 담당 근로자는 13,727명, 신고 사건 수는 353건으로 증
가했다. 업무량의 증가는 근로감독 업무의 지연 처리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4년 말 현재 지연처리율은 21.2%에 달하고, 근로감독관은 주당 평균 13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인원 대비 약
45% 정도의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한다.26)
둘째, 근로감독청(가칭)을 설치해서 근로감독 기능을 일반 고용노동 행정으로부터 독립
시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순환 보직 형태의 인력 운용 방식은 인적 자원의 다양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방
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27)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별도의 정원을 두어 특정직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
감독에 관한 협약｣(1947년) 제6조는 "근로감독관은 신분 및 근로조건의 안정이 보장되어
야 하고, 정부의 교체 및 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무원으로 구성되어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영역을 일본
과 같이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부당노동행위 포함)로 축소함으로써 근로감독관의 업무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28) 근로감독
관이 개별 사업장의 노사관계 동향을 파악하고 집단적 분쟁에 개입하며, 때로는 이들이 수
집한 쟁의행위 관련 증거를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로감독
26) 이 문단은 송민수, "근로감독관의 업무강도 현황",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6, 112-113면.
27) 노상헌, 앞의 논문, 23-24면; 도재형, 앞의 책, 406면.
28) 노상헌, 앞의 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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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29) 국제노동기구의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947년) 제3조도 근로감독의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안전, 건강 및 복지,
아동 및 연소자의 고용,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 등 근로조건 및 작업 중인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넷째, 근로감독청에 노동검사를 두어 노동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근로감독 제도의 결정적 한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
한 수사․기소 권한이 근로감독 기구와 단절된 채 행사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감독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아일랜드와 프랑스 등의 근로감독 기구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
고 있다고 한다.30)

Ⅳ. 결론
노동법은 노사관계의 현실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정
하는 이중적 노동시장은 노동분쟁의 실체를 변화시키고 노동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럼에도 1990년대 이래 우리는 그 새로운 유형의 노동분쟁의 해결을 민사법원에 맡겨 놓은
채, 절반의 노무제공자들이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불완
전한 노동법 이행 제도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기업의 노동법 위반 행위는 묵인되
고, 노동범죄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이는 결국 사회적 양극화 또는
소득 양극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중적 노동시장의 존재,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 근로자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에 맞춰
노동법의 이행 확보 수단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노동법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
율적 이행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행력 확보를 위한 수단을 재정비하
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발제에서는 노동분쟁의 새로운 경향에 맞
춰 노동․사회보장법원의 신설, 노동위원회와 근로감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
적하였다.

29) 도재형, 앞의 책, 405-406면.
30) 김정한․옥우석, ｢선진국 근로감독 운영실태조사｣ 용역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8, 84면 및
173-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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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 1. 노동분쟁해결기관에 관하여

법원의 노동사건처리절차에서의 역할과 성과
강성수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1. 들어가며
법원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를 지
니고 있다. 여기에 노동사건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노동사건은 분쟁의 당사자와 내용
이 노동법의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노동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노동분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노동 현장의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
되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그에 대한 판정 기능을 전통적인 분쟁 해결 기관인 법원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도 아울러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노동분쟁 중 권리분쟁1)의 영역에 있
는 일부 노동사건에 대해서만 심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노동사건을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ㆍ

노동사건은 민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통상임금
의 범위 등 노동사건과 관련된 실체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치열한 논의가 있으나 절차만을
다루는 이 글에서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노동사건의 소송절차에 대해서도 특별한 취급
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주로 노동법원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법원이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담당한 역할 및 성과를 구체적인 통계 및 실무 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보다 바람직한 노동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이 글의
방향이다.

2. 노동사건의 구체적 유형
노동사건은 크게 개별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소송과 집단적 노동관계를 다루는 소송으로

ㆍ

1) 노동관계상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법과 단체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을 말한다. 이철수 박
은정,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법원과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상반기 제18
호 (200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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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적 노동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민사소송으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금, 수당, 퇴직금
등 청구 사건, 손해배상(산) 등 근로관계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2) 등이
있다. 그 밖에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 개별적 근로관계상 분쟁으로서, 근로조건의 위반
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청구소송이 있으나, 실무상 많
은 편은 아니다. 이상은 근로자에 의해서 소가 제기된 경우이다.
사용자에 의해서 제기되는 소송으로는 위법 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

ㆍ

송을 들 수 있고, 노 노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 형태로서, 노동조합비청구소송, 조합원제
명무효확인청구소송 혹은 노동조합원지위확인청구소송, 조합원총회 혹은 대의원대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노동조합장선거무효확인소송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는 먼저 부당노동행위 사건 및 부당해고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사자는 노
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외에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요양불승인 처분 취
소소송, 장해급여 처분 취소소송 등 산업재해 관련 소송도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소송은 주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소송,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규약 변경명령 취소
소송 등이 그것이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사관계와 관련한 각종 형사처벌법규 위반죄의 피고인으로 되는 형
사소송도 노동사건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인 노동가처분 신청사건도 중요한 노
동사건에 해당한다.

3. 노동사건절차의 특성
노동사건처리절차에서는 우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른 사건의 처리절차에서도
공정성은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목적이나 노동사건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을 보면 알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어렵다.
이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결과만을 중시하여 해석하게 되면 부당할 가능성이
2)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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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다양한 노무 관리와 인사 관리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보관하여 분쟁 시에 제출할 수 있지만, 근로자 측은 이러한 자료를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할 근거가 없고 또한 보유할 수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와 비교할
때 그 내용과 정도는 상당히 떨어진다.3) 이러한 증거편중 현상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정
성을 추구해야 한다.

ㆍ

다음으로 노동사건은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대가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이러한 노동관계가 분쟁
의 대상이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분쟁 해
결에 드는 비용도 근로자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간이한 절차가 필요하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
어야 한다.

ㆍ
서는 가급적 화해ㆍ조정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사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
기 전에 화해ㆍ조정을 성립시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해ㆍ조정에 의
해 분쟁이 종결되면 간이ㆍ신속한 처리의 목적도 달성되는 셈이 된다. 물론 화해ㆍ조정을
마지막으로 화해 조정절차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분쟁의 초기 단계에

시도할 때도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실질적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사건의 현황
가. 민사소송에서의 제1심 사건의 통계

ㆍ

사건 명에 ‘해고’, ‘임금’, ‘퇴직금’이 들어가는 사건에 관한 2013~2015년 접수 처리 통

ㆍ

계를 전체 민사사건의 접수 처리 통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도

접수 건수
전체

처리 건수
노동

전체

노동

2013

1,095,915

29,680

1,117,175(소액 804,992)

28,791(소액 23,654)

2014

1,136,935

29,305

1,124,565(소액 795,180)

29,114(소액 23,703)

2015

1,006,592

39,217

1,020,173(소액 711,578)

34,288(소액 28,567)

3) 박수근, “노동분쟁과 대체적 분쟁해결방안 –우리나라에서 노동분쟁해결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3권 1호(통권 32호) (200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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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노동사건의 비율은 경미한 편이다. 2015년에 접수된 사건
을 보면 1,006,592건 중 노동사건은 39,217건에 불과하여 비중이 약 4%에 불과하다. 또
한 노동사건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83%(= 처리
된 소액 노동사건 28,567 / 처리된 노동사건 34,288)로 전체 사건의 비율 약 70%(= 처
리된 소액사건 711,578 / 처리된 전체 사건 1,020,173)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액의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사건이 노동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
고, 임금 등 청구사건은 노동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고 법원에 의해서만 종국적인 분쟁 해
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노동사건은 2015년 큰 폭으
로 증가하였는데 경제 불황 등으로 노동분쟁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사 제1심의 전체 사건 및 노동사건의 2013~2015년 평균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평균처리기간
연도

전체

노동

합의

단독

소액

합의

단독

소액

2013

245.3일

158.5일

118.5일

238.8일

135.5일

103.5일

2014

252.3일

160.8일

108.4일

267.3일

148.8일

107.6일

2015

284.9일

174.6일

119.1일

340.5일

154.7일

103.0일

합의사건을 제외하고 단독 및 소액재판부가 담당하는 노동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의부가 담당하는 노동사건은 갈수록 평균처
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그 기간이 2015년에는 340.5일에 이르고 있다. 노동재판은 신속
하게 마무리될수록 좋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더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나. 서울행정법원의 사건 통계
서울행정법원은 노동 행정사건을 따로 분류하여 4개의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노동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으로는 사건 명에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가 들어가는 사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인 사건, 사건 명이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
노동조합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소송;,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규약 변경명령 취소소송’ 등
이 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까지 대략적으로 검토하여 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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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노동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그 노동사건의 접수 처리 건수 및
원고 승소율은 다음과 같다.
접수 건수
연도

전체

처리 건수

노동

전체

노동사건 중 원고 승소 사건

노동

전부
승소

일부
승소

합계

승소율

2013

7,880

410

7,473

148

23

1

24

16%

2014

7,159

234

7,667

256

47

14

61

24%

2015

7,846

356

7,611

320

65

8

73

23%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건수가 2013년 12,271건, 2014년 12,662건, 2015년
12,140건4)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되는 노동사건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에 접수 건수가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 무렵 중앙노동위원회가 세종
시로 이전하면서 노동사건의 일부가 대전지방법원으로 옮겨간 것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인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원고 승소율이 20%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는 물론 원고가 근로자 측인 경우와 사용자 측인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서울행정법
원의 노동전담부에서 2년간 근무한 한 법관은 노동사건에서 사용자 측이 원고인 경우가
경험상 1/3에 이른다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전에 따라 대전지방법원도 2014년부터 행정사건으로 노동사건을
상당수 처리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노동사건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행정사건 모두를 2
개의 행정재판부에 통상적으로 배당하고 있다. 2016. 11. 2.까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
원장인 행정사건으로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수는 193건이다.

다. 소송구조의 통계
민사사건 전체와 노동사건에 관한 소송구조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인용’이라고 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 수는 일부 인용된 사건을 포함한 숫자이다.

4) 고용노동부, “조정심판사건 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60 (2016. 11. 10. 확인),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13년 443건, 2014년 384건, 2015년 41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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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전체 사건의 소송구조
신청

처리

인용

노동사건의 소송구조
인용률

신청

처리

인용

인용률

2013

9,486

8,857

6,220

70.2%

169

160

119

74.3%

2014

10,465

9,927

6,362

64.0%

165

171

118

69.0%

2015

10,330

10,309

6,439

62.4%

159

160

108

67.5%

수치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소송구조에서 노동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노동사건에서의 소송구조 신청률은 전
체 사건에 비하여 월등히 낮다는 점도 드러난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사건의 소
송구조 신청률은 약 1%(= 소송구조 신청 건수 10,330 / 전체 사건의 접수 건수
1,006,5925))인데 노동사건의 소송구조 신청률은 약 0.4%(= 소송구조 신청 건수 159 /
노동사건의 접수 건수 39,217)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
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꽤 있어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
어지는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5. 노동사건의 특성 반영
법원에 의한 노동사건처리에서 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6) 재
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법원의 도입 등 제도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실
무적으로 법원이 노동사건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가. 전문재판부의 운영
(1) 재판부 현황 및 처리 건수7)
2015. 12. 31. 기준으로 노동사건에 관하여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현황 및 그 전
담재판부가 2015년에 처리한 사건 수는 다음과 같다.
5)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533.
6) 경향신문,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 법원, 민사 법리로만 노동 문제 접근... 노동법원 전문법
관 시급”, 2015. 7. 5.자 기사 등;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방향의 모색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22호 (2006. 6.), 91.
7)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89-106.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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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 2, 15 민사부, 436건
대전고등법원: 제2 민사부, 42건
대구고등법원: 제3 민사부, 25건
부산고등법원: 제1 민사부, 4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41, 42, 48 민사부, 민사 208단독, 500건
(제48 민사부는 2015. 2. 26., 208단독은 2015. 2. 23. 추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 민사부, 113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150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 71건
의정부지방법원: 제1, 12 민사부, 민사7단독, 202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 민사부, 민사4, 7단독, 133건
(4단독은 2015. 2. 23. 추가)
인천지방법원: 제11 민사부, 민사2단독, 333건
수원지방법원: 제13 민사부, 52건
대전지방법원: 제11 민사부, 민사18단독, 142건
청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75건
대구지방법원: 제16 민사부, 22건
부산지방법원: 제6 민사부, 104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4단독, 90건
창원지방법원: 제1, 6민사부, 민사7단독, 174건
전주지방법원: 제3 민사부, 32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2단독, 48건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31건
노동전담재판부의 설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규모가 비교적 큰 지원에도
설치되고 있다. 노동사건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 법원이 2015년 처리한 제1심의 전체 민사사
건이 7만 건이 넘는데 그중 노동사건은 500건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전체 사건 7만 건에는 소액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노동사건 500건에는 소액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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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
노동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증거편재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실무상으로는 근로자가 원고인 사건인 경우 원고의 요구와 법원의 권유에 따라 피
고가 임의로 원고에게 증거를 교부하거나 또는 을호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과 피고의 문서 소지 사실 소명을 거친 후 문서제출
명령을 한다. 원고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할 때는 문서의 표시나 구체적 명칭 등을 특정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원고가 직접 사업주와 맺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같은 쟁점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넓게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안의 실질적인 심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제6 민사부(항소), 제41, 42, 48 민사부(합
의), 민사207, 209단독(당초 민사208단독이 전담재판부였으나 2016년 2월에 전담재판부
가 증설되면서 변경되었다) 재판부의 법관들은 6개월에 1번씩 노동실무연구회 모임을 가
지고 있다. 거기서 담당했던 사건의 발제 및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노동사건의 대
부분은 해고무효나 통상임금 청구 사건으로 판례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 그 처리에 큰 어
려움을 겪지는 않는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의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는 제1, 12, 13, 14부이다. 사건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혹은 그와 관련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혹은 노동조합법)에 정한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구제명령이나 신청기각결정
의 취소를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노동사건은 특유한 행정사건과 달리 사실인정 문제
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고, 법리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처리에 큰 어
려움이 없다고 한다.

나. 노동전문조정
노동사건 중에서도 특히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인 노사 간의 감정
이 대립되고 격화되어 있어 그 분쟁의 강도가 심한 편이고, 따라서 화해나 조정을 이루어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생계 유
지의 터전인 직장을 상실하게 되고 사용자로서는 노무 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결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화

ㆍ

해 조정에 의한 해결 방법이 충분히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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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수소법원 또는 조정전담판사는 실질적 다툼이 없어 간이하게 종결될 사건, 당사자가 조
정을 원하지 않는 사건, 기타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조정에 회부될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노동전문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9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
이 속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일 이내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고, 노동전
문조정위원회 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회 이내의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같은 예규 제41조). 이는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전문조정위원회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을 정하지 못하여 조정장인 판사가 이를 결정하여야 할 때에도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같은 예규 제42조). 노동전문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 현황
노동전문조정위원은 2015. 12. 31.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3명, 서울남부지방법
원이 4명, 인천지방법원이 9명, 대구지방법원이 3명, 부산지방법원이 3명이다.8)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전문조정위원 13명의 직업은 공인노무사가 6명, 변호사가 3명, 교수가 2명, 노동계
2명이다.
2015년 노동전문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96건(임금 74건, 퇴직금 22건, 해고무효 0건)이
고, 처리된 사건은 93건(임금 71건, 퇴직금 22건)이다. 조정성립률은 44%(임금 사건 71
건 중 33건으로 46.5%, 퇴직금 사건 22건 중 8건으로 36.3%)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
원의 전체 조정 신청 및 회부 사건의 조정성립률 33.2%보다 다소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 신청 및 회부된 노동사건은 모두 노동전문조정위원에게 배
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인의 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한다. 상근조정이라고 하여 전문
조정위원 1인이 조정을 진행하는 책임조정 방식이다. 노동전문조정위원을 포함한 상근조정
위원은 매주 1회 출근하여 조정위원회 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동
사건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2015년 처리된 전체 조정사건은 모두 12,295건
이다) 노동전문조정위원은 노동사건뿐만 아니라 대여금, 임대차 등 일반 사건도 배정받는
다. 노동전문조정에서 최종적인 조정성립, 강제조정결정 단계에서는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8) 법원행정처, 2016 사법연감,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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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1인 진행에 따른 문제는 제기된 적이 없다.

다. 소송구조 사건에서의 고려
근로자는 경제적 약자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동
사건은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변호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고려하면
소송당사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조하는 소송구조는 노동사건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구조 사건을 제51 민사부와 민사55, 57, 58단독이 전담하여 처
리하고 있다. 제51 민사부에서는 노동사건인 경우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노동사건
은 그 결과가 all or nothing이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무자력의 요건을 다소 완
화하여 해석하여 가급적 소송구조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라. 노동법분야연구회의 활동
노동법분야연구회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16. 8. 25. 현재 정회원(법관)의 수는 321명
이고, 준회원(재판연구원)의 수는 15명이다.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나
노동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이 모여 함께 연구하는 모임이다.
법원 인트라넷인 코트넷에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2015년에는 주
요 판결 및 결정 47개, 회원이 작성한 논문 1개, 외부 자료 13개 등이 게시되었다.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발제 및 토론을 하고 있
다. 사법연수원이 시행하는 법관연수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법의 주요 쟁점’ 과정은 1년에
1회 진행되고 있다. 노동법분야연구회가 연수주제 결정, 강사 섭외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2015년에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연수가 실시되었고, 67명의 법관 및 재판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2016년에는 심화과정으로 발전시켜 세미나식으로 11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연수가 시행될 예정이다.

마. 노동가처분 사건의 처리
(1) 개관
노동가처분은 노사관계의 특성상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당
사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 때문에 신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9) 민사집행법 제300
9) 김태현, “노동가처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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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쟁
의행위금지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등 전통적인 노동가처분이 주로
이용되었다가 2000년 이후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근로방해금지가처분 등 새로운 유형의 가
처분이 등장하였다.10)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인 노동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이므로 가처분 결과
가 당사자에게 주는 영향이 크고, 나중에 가처분이 변경되더라도 채무자가 받은 손해를 배
상받는 것이 곤란한 면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가처분 인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
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은 본
안소송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수
단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노동가처분은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노동가처분의 심리를 위해서는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
성에 관하여 충분한 주장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고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가처분의 이용은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과 같은 만
족을 신속하게 얻기 위한 것으로, 가처분신청 후 상당한 기관이 경과된 경우에는 가처분
발령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심리 못지않게 신속한 심리도 이루어져
야 한다.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가
처분의 처리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50 민사부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전담하고 있다. 임
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인 노동가처분도 제50 민사부가 전담한다. 노동가처분
은 제50 민사부가 담당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 중 10% 정도이다.
가장 많은 유형의 노동가처분 신청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전직금
지가처분이다. 노동가처분 사건의 1/3 정도를 차지한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
는 임금지급가처분,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동가처분 사건은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처럼 진행된다. 증인신문을 시행할 수 없어 사실관계 인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노동가처분 사건이라고 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임시의 지위를
10) 권창영, “노동가처분에 관한 최근 동향”, 노동법학 제51호 (2014. 9.),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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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가처분 사건처럼 심리하되 신속한 심문종결 및 결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제기한 노동가처분 사건은 다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비하여 인용하는 비율이 높다.

6. 일본의 노동심판 제도 소개
불황이 심화되고 근로자에 대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둘러싼 사안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그에 대한 임금 차별이나 승격 차별 또는 성희롱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 고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둘러싼 분쟁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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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우에 있어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사정이나 평가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11)
이런 환경에서 노동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노동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관점을 반
영하는 것은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동계의 실상을 올바로 파악하여 적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본이 2004년경부터
시행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노동심판 제도를 소개한다.12)

가. 개요
① 노동심판 제도는 개개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민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절
차이다.
②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즉 노동심판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감안하여 심판을 내린다. 노동심판절차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인 소송절차와의 연계가 예정되어 있다.
③ 재판관 및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여하는
절차이다. 노동심판위원회는 직업법관인 노동심판관 1명, 노사관계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는 노동심판원 2명으로 구성된다.

나. 노동심판관 및 노동심판원
노동심판관은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중 임명된다. 절차의 지휘 및 심판절차의 기일 지정 등
11) 박수근, 앞의 글, 218.
12) 문성호, “일본의 노동심판제도”, 재판자료 제126집: 외국사법연수논집(32)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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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는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 평의 결의에서는 노동심판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노동심판원은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에 재판소에 의해
임명된다. 노동심판의 평의 및 심판에 참여한다.

다. 심리 원칙

ㆍ

① 직접주의 구술주의: 신청서와 답변서를 통해 쟁점에 관한 심문을 실시하고 구술주
의에 따라 당사자 및 관계인을 직접 심문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다. 신청서와 답변서
외의 서면 제출은 되도록 억제한다.
② 비공개주의: 심리 중 우선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기탄없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③ 직권탐지주의: 노동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로 사실관계의 적정한 파악을 꾀하기 위
해 직권에 의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신속주의: 제3회 기일 이내에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1회 기일에서 쟁점,
주장 및 증거의 정리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라. 조정
노동심판위원회는 심리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노동심판 기일에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별도의 조정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노동심판절차의 기일에서
수시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
력이 있다.

마. 심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 노동심판위원회는 심리의 결과 인정되는 당사자 간 권리관계
및 노동심판절차의 경과를 감안하여 노동심판을 내린다.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그 밖
의 재산상 급부를 명할 수 있고, 개별노동관계에 관한 민사 분쟁의 해결을 위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할 수도 있다.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엄밀하게 부합하지 않은 내용
도 노동심판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심판에는 주문 및 이유의 요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노동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노동심판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노동심판을 신청한 때에 그 노동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던 지방재판소에 소 제기
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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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련 통계
(1) 노동심판사건의 접수건수

접수 건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494

2,052

3,468

3,375

3,586

3,719

3,678

3,416

3,679

노동심판 사건은 시행 3년차인 2009년까지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그 후 다소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09년의 급격한 증가는 리먼브러더스의 도산으로 대표되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나, 그 후 접수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사건종류별 접수 건수
2007
비
금
전

금
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위확인

719

1022

1701

1633

1747

1731

1670

1529

기타

61

56

92

60

67

87

50

62

합계

780

1078

1793

1693

1814

1818

1720

1591

임금등

441

620

1059

1100

1179

1255

1456

1342

퇴직금

126

114

205

161

162

170

114

96

기타

147

240

411

421

431

476

388

387

합계

714

974

1675

1682

1772

1901

1958

1825

1494

2052

3468

3375

3586

3719

3678

3416

합계

전체 사건 중 지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 약 1/2,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이 약
1/3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종국사유별 처리건수
2007
노동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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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1.1%)

2008
347(18.2%)

2009
599(18.6%)

2010
612(17.8%)

2011
641(18.2%)

법원의 노동사건처리절차에서의 역할과 성과

조정성립

997(68.8%)

1,327(69.4%)

2,200(68.2%)

2,433(70.8%)

2,502(71.2%)

제24조13)종료

47(3.2%)

60(3.1%)

107(3.3%)

121(3.5%)

119(3.4%)

취하

93(6.4%)

169(8.8%)

294(9.1%)

240(7.0%)

227(6.5%)

각하・
이송등

7(0.5%)

8(0.4%)

26(0.8%)

30(0.9%)

24(0.7%)

1,450(100%)

1,911(100%)

3,226(100%)

3,436(100%)

3,513(100%)

합계

매년 70% 안팎의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고, 취하로 종국 처리된 사건 중 상당 부분은
심판절차 외에서 화해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체 사건 중 약 80%는 노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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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절차를 거친 조정 화해로 분쟁이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노동
심판이 내려진 사건에 관한 이의 제기율은 60% 안팎이므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까
지 합하면 노동심판절차에 접수된 사건은 그 절차에서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아도 무방하
다.
(4) 종국에 이르기까지의 심리 기간(2008~2012년)
기간

건수

비율

1개월 이내

450건

3.6%

2개월 이내

4,357건

35.3%

3개월 이내

4,502건

36.4%

6개월 이내

2,977건

24.1%

73건

0.6%

12,359건

100%

1년 이내
합계
평균심리일수

72.8일

약 70% 이상의 사건이 3개월 이내에 종국 처리되었고, 종국에 이르기까지 6개월 이상
이 소요된 사건의 비율은 0.6%에 불과하며, 평균 심리 기간은 72.8일로 나타났다. 이는
신속한 분쟁 해결을 바라는 이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3) “노동심판위원회는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노동심판절차를 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해
결을 위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심판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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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평가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는 2010. 7. 12.부터 2010. 11. 11.까지 노동심판 제도 이용자
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여 2011. 11. 10.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노동심판절차 종료 시까지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
어 만족한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비용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너무 비싸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노동심판절차의 과정 및 경과, 즉 주장 및 증거 제출 기회의 보장, 절차 진행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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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행의 공정 공평성 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하였다. 노
동심판관에 대해서도 노사 모두 높은 평가를 하였는데 노동심판원에 대해서는 만족스럽다
는 평가를 한 노동자 측과는 달리 사용자 측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7. 맺으며
법원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한다. 노동사건은 법
리가 민사법과 차이가 있는 노동법을 적용해야 하고 노동현장의 시스템과 구체적인 실정
을 제대로 파악해야 올바른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인 노동분쟁 해결기관인 법원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
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노동사건 전담재판부의 확대 및 그 구성 법관들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노동사건에 적합
한 심리절차를 발전시키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의 노동재판실무편람을 증보하여 법관
들에게 이를 배부하는 것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법관들과 노동계 전문가들 사
이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꾸준하게 접촉하는 것이 그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
가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쟁해결절차 자체를 달리하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 역
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원, 노동심판 제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노사의 의견, 학계 및 법조계의 치열한 논
의,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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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성과
송홍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Ⅰ. 노동위원회 개요

1. 성 격
◦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위원회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과 노동쟁의 조정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
법적 행정기관

2. 연 혁
◦ 사회부장관 소속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특별시장․도지사 소속에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
(’54년)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도입(’63년)
◦ 중노위 및 지노위의 관리관청을 노동청으로 일원화(’80년)
◦ 부당해고 구제제도 도입(‘89년)
◦ 위원장 직급 격상(1급→장관급) 및 사무국에 과(課) 설치(’97년)
* 중노위는 3과(서무과․조정과․심판과), 지노위는 2과(조정과․심판과)
◦ 교원노동관계 조정․중재 제도 도입
◦ 차별시정 제도 도입, 차별시정위원회 신설 및 위원 증원: 891명 → 1,740명(’07년)
◦ 필수유지업무 결정 제도 도입(‘08년)
◦ 복수노조 제도 시행(’11년)

3. 위원회 구성 및 관장업무
ㅇ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와 관장업무에 따라 심판․조정․차별시정 등의 부문별위
원회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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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복수노조 관련 결정은 심판위원회
- 비정규직 차별시정 판정은 차별시정위원회
-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각각 담당
<위원회별 구성 및 관장업무>

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위원회1」
조정위원회2」
특별조정
위원회
차별시정1」
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구성
관장업무
위원 전원
ㅇ 위원회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등의 판정 및 구제명령
심판담당 공익위원 3인 ㅇㅇ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결정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조정담당 노․사․공익 ㅇ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위원 각 1인
노동쟁의 조정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ㅇㅇ 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
차별시정담당 ㅇ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차별시정 명령
공익위원 3인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당사자 일방의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ㅇ 당사자
신청에 의한 중재 등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 ㅇ 교원노동관계 조정․중재
공무원노동관계조정 전담 ㅇ 공무원노동관계 조정․중재
공익위원 7인 이내

1」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 및 노사위원 의견 청취,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판
정회의에서 결정
2」노․사․공익위원 각 1인이 조정내용 검토 및 조정안 제시 등을 결정
◦ 노동위원회별 업무량에 따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25인~50인, 공익위원은 35
인~70인의 범위내에서 구성 (임기 3년, 노사위원 동수)
(’16.8.31.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중노위
지노위
80

계
1,740
170
1,570

근로자
515
50
465

사용자
515
50
465

정

원
소계
710
70
640

공익위원
심판 조정
335
202
33
20
302
182

차별
173
17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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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관계조정담당 공익위원’ 7인 별도 정원(현원 6명)
◦ 사무처(국): 사건조사 등 위원회 업무지원(정원 364명)

Ⅱ. 주요 업무 현황 및 성과

1. 노동쟁의 조정
◦ 조정 성과 제고
-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조정경험이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
* 해당업종, 노동쟁의 성격 및 주요쟁점, 외국계기업·공공기관 여부 등
-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 있는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직접 참석토록
적극 권유
◦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
- 노사 쌍방이 조정전지원을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교섭주선 등 쟁의예방활동 실시
- 조정불성립 사업장에는 사후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사가 희망할 경우 조정종
료 이후에도 분쟁해결 적극 지원
* 연도별 건수: (‘12) 13건 → (’13) 15건 → (’14) 19건 → (’15) 26건 → (’16.7
월말) 17건
◦ 사건 처리현황
- 연간 800건 내외 접수, 16.7월말 현재 조정성립률은 58,5%, 행정지도는 5% 미만

연도
'13
'14
‘15
‘16.
7월

처리
(접수)
739
(762)
864
(886)
858
(877)
398
(422)

조정성립
414
401
381
205

조정불성립
223
327
329
145

행정 취하 조정
지도
성립률
34 68 65.0
45 91 55.1
42 106 53.7
10 38 58.6

* 조정성립률 = 조정성립/(조정성립+조정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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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노동분쟁
◦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
- 집단분쟁사건 심문회의 운영방식 개선(‘15.10월)
* 복수노조사건 근로자·사용자 위원 심문권 보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구제사건 당사
자 심문회의 참석권 보장 등
- 복수노조·공정·부노 사건의 상호 연관성과 전문성을 고려, 집단노동분쟁사건 담당부
서 및 조사관 지정 운영
◦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로 구제명령을 구체화․다양화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 제고

ㆍ

- 노사가 제출한 자료를 충실하고 균형감 있게 조사보고서에 반영하고, 직권조사 현
장조사 등을 통한 조사 기능 강화
◦ 복수노조 사건 처리현황
- 연간 600건 내외 접수, 이 중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이 32.3%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16.7월말)
* 공정대표의무(104건, 32.3%), 교섭단위 분리(101건, 31.4%), 교섭요구사실 공고
(88건, 27.3%), 교섭대표결정(29건, 9.0%)
<복수노조 사건 처리현황>

구분
전체
중노위
지노위

‘13
’14
’15
‘16. 7월
처리 인정건
(비율) 처리 인정건
(비율) 처리 인정건
(비율) 처리 인정건
(비율)
223 508 183 683 251 277 103
553 (58.4)
(52.1)
(50.0)
(57.5)
24
44 131 (62.8)
76
28
71 (42.1)
85 (57.9)
56 (57.1)
199 423 (50.5)
139 552 (45.9)
175 221 (57.7)
75
482 (62.0)

○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현황
- 연간 1,200건 내외 접수, 이중 불이익취급이 전체 사건의 86.8%를 차지(16.7월말)
* 연도별 접수건수: (‘12) 1,255 → (’13) 1,163 → (’14) 1,226 → (’15) 1,276
* 불이익취급(826건, 86.8%), 불공정고용계약(3건, 0.3%), 단체교섭 거부·해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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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5.0%), 지배·개입(75건, 7.9%)
- 최근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높아지는 추세(‘13년 10.3% → ’15년 18.0%)
<부당노동행위 사건>

구분
전체
중노위
지노위

‘13
’14
’15
‘16. 7월
판정 인정건
(비율) 판정 인정건
(비율) 판정 인정건
(비율) 판정 인정건
(비율)
61
59
116 397 119
594 (10.3)
576 (10.2)
645 (18.0)
(30.0)
28
15
50
39
233 (12.0)
152 (9.9)
198 (25.3)
95 (41.1)
33
44
66 302
80
361 (9.1)
424 (10.4)
447 (14.8)
(26.5)

3. 개별노동분쟁
◦ 신속한 권리구제 및 화해율 제고
- 심문회의 부의(60일 이내), 판정서 작성(30일 이내)의 기간을 최대한 준수 노력
-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 시 화해제도를 안내, 당사자의 화해의사를 적극 확인, 필요시
사전화해회의
◦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회 확대
-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지원 대상 확대(월 평균임금 170만원미만 → 200만원미만)
-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자격 부여(’15.7월)
◦ 사건처리 현황
- 연간 13,000건 내외 접수, 화해취하율은 60% 내외
- 판정 중 인정률은 39.0%, 초심취소율은 11.6%(‘16.7월말)
-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54일(중노위 95일, 지노위 47일)(‘16.7월말)
- 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건수는 연간 1,600건 내외
* 연도별 선임건수: (’14) 1,587 → (’15) 1,663 → (‘16.7월) 750
- 구제명령(인정) 1,329건 중 77.4%(1,029건)가 이행기일내 이행완료(이행강제금 부
과 후 포함 시 86.9%)(‘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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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사건 처리현황>

구분
’13
’14
’15
’16.7월

계
11,509
11,678
11,130
5,986

인정
1,204
1,244
1,329
864

처리내역
기각
각하
1,433
687
1,566
693
1,464
769
1.848
451

취하
4,022
4,715
4,526
2,359

화해
4,163
3,460
3,042
1,464

<차별시정 사건 처리현황>

구분
’13년
’14년
’15년
’16.7월

계
99
161
138
71

인정
23
6
37
25

처리내역
기각
각하
13
6
33
10
26
3
8
5

취하
37
101
54
27

조정
20
11
18
6

4. 소송수행
◦ 사건종결률*은 96% 정도로 초심제기 사건의 대부분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
* 사건종결률 = 1 - (소송제기건수/초심처리건수)
◦ 중노위 재심에 불복하여 소송제기되는 사건은 연간 400건 내외
- 소송 결과 중노위 판정이 유지되는 비율(재심유지율)은 85% 내외
- ’15년의 경우 중노위 패소사건은 66건으로 이중 사용자 승소 비율은 60.6%
<분쟁사건 종결률>

구분
’13년
’14년
’15년
’16.7월
84

소송 제기 건수
441
379
409
251

초심 처리 건수
11,535
11,965
11,406
5,222

분쟁사건 종결률
96.2%
96.8%
96.4%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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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패소율 및 소송(재심) 유지율>

연도
’13
’14
’15
’16.7
월

패소
소송
승소
종결
율 계 근로자 사용자
건수 승소 (%)
승 소 승 소
41 (48.8)
20 (51.2)
21
340 234 85.1 (100)
59
16
43
381 246 80.7 (100)
(27.1) (72.9)
66 (39.4)
26 (60.6)
40
423 285 81.2 (100)
30
13
17
165 98 76.2 (100)
(43)
(57)

재심
패소율 취하 유지율
(%)
14.9 65 87.9
19.3 76 84.5
18.8 72 84.4
23.8 37 81.8

5. 위원회 운영 지원
◦ 신망과 경륜 있는 위원 위촉 노력
- 전문성, 공정성, 업무수행 가능성을 두루 갖춘 인사 발굴 및 적극 참여 유도
* 중노위의 경우 노동문제 관련 교수 및 연구자가 이전 보다 14.9%p 증가한
79.1%(53명)
노동위 공익위원 경력자는 이전 보다 31.3%p 증가한 80.6%(54명)
- 위원들의 성실한 회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분기별 참여 실적 관리
◦ 공정한 심판위원회 구성 및 사건배정
- 위원별 참석 가능일 파악, 전공․경력 등 고려하여 부문별위원회 구성
- 노사위원의 추첨 등을 통한 무작위 사건배정
-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
* 사건 당사자에게는 제척·기피 제도를, 위원에게는 위원노사마루를 통해 회피제도를
안내하고, 기피·회피 신청 시 적극 수용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제고
- 정기적(분기)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최신 정보제공․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사례․경
험 공유 등을 통해 공익위원의 역량 제고
* 위원 전산시스템에 행정소송 판결문 DB 구축, 주제별 노동판례 분석집 발간
- 조사관의 장기근속 유도 및 워크숍, 학습모임, 역량교육,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주기
적 평가․환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신규 전입 조사관의 직무교육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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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 2.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Ⅰ.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원 도입 논의
우리나라에서 노동법원 도입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89년에 한국노총이 2심까
지(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 행정법원과 같이 법관만으로 구성된 특별법원 형태의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조 진영은 노동사건처리절차특례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노동법원을 도입할 경우 노동법원 법관들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향평
준화의 방향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판례가 정립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
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 기능을 담당했
다. 노동법원 도입 등의 주장은 1989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2003년 이후 유럽의 참심형 노동법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노동위원회와 일반법원에 의
한 노동(권리)분쟁해결절차의 2원적 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할 대책으로
노동법원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1)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2003
년 11월 최종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구제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당장은 현행의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2003년경부터 공식적으로 참심형 노동법원의 도입을 주장해왔다.2)
2004년 6월 21일 개최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약칭 ‘사개위’) 제15차 회의에서 위
1) 정인섭,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노동법연구 제19호), 2005 하반기, 15-17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6권』, 2007, 192면.
2) 그 동안 발표한 글들로는 「노동법원 도입 관련 쟁점 검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체모임 자료집), 2003. 8. 23., 37～58면; 「한국에서의 노동분쟁 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및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노동법원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03. 12.
17., 101～137면; 「한국에서의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의 법원의 구조 및 운영실태, 노동법원의 도입방
향」(노동과 법 제4호 노동법원론), 2004, 309～365면; 「노동법원 도입 검토할 때」(서울신문),
2004. 7. 28.자; 「노동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2004. 10. 22.,
56～119면;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심판기능을 중심으로」(노동법학 제29호), 2009. 3., 1～
34면; 김선수․박수근․이정, 『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2005; 「노동법원 도입방안」(노동
법원–노동소송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2012. 11. 28., 5～28면;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노동법포럼 제16호), 2015. 11.,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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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자격으로 ‘노동법원의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3)를 배포하고 제1분과 제6차 회의
에서 이를 발표했다.4) 사개위는 2004년 12월 의결한 최종건의문에서 ‘하급심 강화’의 한
내용으로 ‘전문법원의 설치’ 항목에 ‘노동분쟁 해결절차’를 포함시켜 단기과제로 중앙노동
위원회 재심절차의 임의화와 노동사건 재판에서의 조정절차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
적 개선방안으로 ‘효율적․전문적인 노동분쟁처리기구로서 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가 설
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5) 사개위 건의문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후
속기구로 2005년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약칭 ‘사개추위’)는 노동분쟁해결제
도연구회를 구성하고 2년여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여6) 2006년 11월 20일 개최된 제14차
회의에서 1심 단계의 준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노동법원법(안)을 포함한 ‘노동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정책자료로 채택했다.7) 그렇지만 사개추위의 위
의결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
사개추위에서 의결한 노동법원 도입 방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직업법관이 재판부에 참여하여 노동사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재판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원 제도 도입. ○ 노사전문가의 참여 정도에는 비직업법관이 평결에
까지 참여하는 참심형과 그렇지 않은 준참심형이 있는데, 헌법적합성 및 시행상의 문제 등
을 감안하여 준참심형 채택. ○ 전속관할 대상 노동사건 범위 관련해서는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의 세 범주를 설정하되,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통해 예상 가능
한 모든 노동분쟁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노동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 ○ 노사단
체 실무자의 소송대리 특칙을 규정. 노사단체의 내부 실정에 정통한 실무자들로 하여금 제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예시.
제18대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이, 제19대 국
회에서는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이 각 국회에 제출되었으
나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3)
4)
5)
6)

김선수, 「노동법원 도입방안」(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Ⅴ)), 2005. 1., 100～106면.
위 회의자료는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자료집(Ⅳ)』, 2005. 1., 46～49면.
사법개혁위원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사법개혁위원회 백서-』, 2005, 252～253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집 제6권』,
2007, 3～602면.
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 선진화를 위한 개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하)』, 2007,
496～5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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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안은 사개추위 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을 관할하는 1심 노동법원 설치. ○ 노사
대표 참심관을 재판부에 참여시켜 참심재판부를 구성하고 참심관에게 의견 제시 권한 부
여. ○ 노동민사사건 및 공법상 노동당사자소송사건은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강화. ○ 노
사단체에 정통한 실무자로 하여금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소송대리 허용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안8)은 사개추위 안 및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안을 더욱 발전시켰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9)
○ 2심까지 노동법원(지방노동법원, 고등노동법원) 설치. ○ 노동위원회에 부담으로 작
용하는 심판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전문화. ○ 서울지방노동법원, 서울고등노동법원(서울, 인천, 경기
도, 강원도 관할)을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기존 법원 노동전담부에서 처리.10) ○ 노동법
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뿐만 아니라 노동형사소송사건까
지 관할. ○ 참심합의재판부(3+2), 참심단독재판부(1+2) 구성. ○ 근로자 측 참심관은 노
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 측 참심관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각 노동
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위촉. ○ 참심재판의 대상은 일정한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으로 하고 노동형사소송사건과 노동비송사건은 제외. ○ 민사, 당사자소
송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원 내 조정위원회(조정장, 참심관 2인)에 의한 조정 절차 경유.
위와 같은 노동법원 도입 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와 환노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정재룡) 검토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8) 노동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10개 법률 제․개정안이 2013년 6월 3일 3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민주당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노동소송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
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노동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현행 노동위원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심판기능을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한 것이다.
9) 노동소송법안을 뒤에 <별첨>으로 첨부한다.
10) 참고 12개 지방노동위원회, 40개 지방노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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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송은 현재 일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
는데,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및 노동3권 보장 등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독
립된 노동소송을 위한 전문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참심재판제도 도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환노위 전문위원(유재원) 검토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노동사건에 관한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노동과 관련한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여 노동사건을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해결하도록 도모하는
입법취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논의는 노사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노동법원의 관할 사건을 민사소송 외에 행정소송,
형사소송, 비송, 가사소송 등에까지 넓히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참심제, 소송절차
특례 등에 관하여 제도적 준비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
결국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소극론 내지 시기상조론의 입
장을 밝혔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Ⅱ. 노동법원 입법례와 도입 필요성 및 찬반론
1. 입법례
노동법원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 프랑스, 영국을 들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은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되, 행정위원회인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
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입법례
는 한국이 유일하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국의 노동법원 제도는 각각 특수성을 갖고
있어 우리가 노동법원을 도입할 때 참고할 점이 많다.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제도를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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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독일

심급

3심(1심 122개, 2심 19개,
3심 에어푸르트 소재 10개
재판부)

재판부
구성

1심 직업법관 1 + 참심관
2(노1 + 사1)
2심 직업법관 3 + 참심관
2(노1 + 사1)
3심 직업법관 3 + 참심관
4(노2 + 사2), 대합의부
직업법관 10+ 참심관 6
(노3 + 사3)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각

프랑스

영국

1심(전국 270여 개)

1심과 2심(1심 25개, 2심
3개)

참심관만으로 구성(노2
+ 사2)
평의 시 2:2로 될 경우
인근 지방법원 직업법관
참여

1심 직업법관 1 + 참심
관 2(노1 + 사1)
2심 직업법관 1 + 참심
관 4(노2 + 사2)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

노동부장관에 의해 임명

참심관 작성한 명부에서 비례적 로서 후보자 리스트에 따 된 심사원단이 노사단체
선출 방법으로 추천한 자 중에 라 일정직업에 종사하는 와 협의 거쳐 선출(임기
절차 서 노동부장관이 임명(임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 3)
기 5년)

선거로 선출(임기 5년)

관할
사건

법정된 판결 및 결정 사건

개별적 민사분쟁 사건

개별법에 규정된 사건

화해
절차

재판장 주도의 화해절차

노동법원 내 심판부와 조
정부 중 조정부에서 화해
절차 진행

노동법원 외의 알선․중재․
조정위원회(ACAS)에서
조정을 담당

2. 현행 노동분쟁해결절차의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와 법원으
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
적․전문적․준사법적 행정위원회11)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
는 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12)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
11) 「노동위원회법」제1조 참조.
12) 「노동위원회법」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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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중재,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등의 업무를 소관한다.13)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
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 노동소송을 처리할 때 별도의 소송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
과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임금, 해고무효,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등 노동민사사건은 제1심은 지방법원 단독 또는 합의부(민사부)에서, 제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민사부)이 관할한다. 규모가 큰 법원의 경우에는 민사부에 노동사건
전문재판부가 구성되어 있다.14) 행정법원 관할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노
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차별시정신청 등)에 대한 취소소송, 산업재해 또는 공무상
재해 보상 관련 처분 취소소송 및 노동 관련 행정관청의 처분 취소소송 등이 있다. 서울행
정법원15)과 고등법원(행정부)에도 노동전담부가 있다.16)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각 지방법
원과 고등법원의 형사부에서 담당하며 노동전담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3. 현행 2원적 구제절차의 문제점
현행 2원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절차의 복잡 및 지연이다. 구제절차가 노동위원회 및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권리구제의 지연을 초래한
다.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구제절차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위원회 구체절차의 실효성 문제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
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도, 또 그 판정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력

13) 「노동위원회법」제2조의2 참조.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2․15민사부 등 3개의 합의재판부를, 부산고등법원에서 제1민사부 등 1개의 합
의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제6․41․42민사부 등 3개
의 합의재판부를, 교통․산재분야와 관련하여 제3․7민사부 등 2개의 합의부 및 제60․62․63〜68단독 등
8개의 단독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15)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년, 88면. 서울행정법원은 제1․12․13․14행정부 등 4개의 합의재판부를, 산
재분야와 관련하여 제1․2․3․4․5․7단독 등 6개의 단독재판부를 노동전담부로 운영하고 있다.
16)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3년, 85-86면. 서울고등법원은 제6․7행정부 등 2개의 합의재판부를, 부산
고등법원은 제2행정부 등 1개의 합의재판부를 노동전담부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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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
우가 자주 있다. 노동법원이 1심에서 승소판결을 하면 바로 가집행을 할 수 있어 그 만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다.
셋째, 전문성의 결여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법원은 법관들의 순
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민법 원리에 따라 부당한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노동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참여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참심형 노동법원은 참심관들을 통해 노동현장의 특수
성을 이해할 수 있고, 직업법관이 참여함으로써 법률적 전문성도 기할 수 있다.
넷째, 노동법 체계의 완성과 이행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17) 실체법 없는 소송
법(절차법)은 공허하고, 소송법 없는 실체법은 맹목이다. 실체법은 그 이념과 인간상에 부
합하는 소송절차를 갖춰야 법체계로서 온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민사소송절차는 민사법이
상정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에 맞춰 설계된 논쟁과정이고, 그 이념인 처분권주의와 변론
주의는 사적 자치 원칙의 소송법적 변용이다. 민사법과 다른 이념과 인간상을 전제한 노동
법에서도 독자적인 소송 절차와 법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원화된 노동권리분쟁 구제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는 ①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 제도 도입 방안, ② 일반법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
동전담부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노동법원 도입 방안으로는 재판부를 어떻게 구
성하는가에 따라 ① 노사대표가 참심관으로 참여하여 의결권까지 갖는 참심형, ② 참심관
에게 의견 제시권만 인정하는 준참심형, ③ 노동전문법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있다. 민주적 사법과 전문성의 제고 등을 고려하면 참심형 노동법원 방안이 적합하
다. 칼 폴라니는 참심형 노동법원(industrial tribunals)이 공공의 개인 성원을 보호하기 위
해 거대 기업이나 비상사태 동안의 권력 횡포와 차별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평가했다.18)

4.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찬반론
1) 찬성론
○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사회적 부담의 조기 해소와 분쟁 당사자
17) 도재형, 『노동법의 회생』, 이화여대출판문화원, 2016, 403-404면.
18) 칼 폴라니 지음,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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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회적 관계의 조기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 행정구제절차와 민사구제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기능 중복을 해소할 수 있다.
○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노동사건 재판에 노사전문가들을 노사현실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시민의 사법참여를 실현한다.
○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노사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노동분쟁을 예방한다.
○ 신속성, 공정성, 경제성의 원리가 요구되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절차적
특례를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은 ① 분쟁해결절차에서 양쪽 직능대표가 법관으로 참여함으
로써 자주적인 해결을 촉진하고 사법민주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직업법관의 전문성 부
족을 보충하고 노동권리분쟁사건 판결의 정당성과 신뢰를 크게 신장하게 되고, ② 복잡하
고 다원화된 현행 분쟁처리절차를 노동법원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
한 해결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③ 노동권리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고유의 쟁
송절차를 마련할 수 있고 노동법원제도의 도입은 실체적인 측면에서 시민법원리를 수정한
노동법을 절차적으로도 시민법으로부터 독립시켜 사회․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충실하게 하
는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19)
2) 반대론
○ 비직업법관에 의한 예외적 법원 구성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직업법관이 재판장으로서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참심
관의 의견이 갈릴 때 직업법관이 캐스팅보트를 가지므로 위헌의 소지가 없다.
○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경험 및 역할을 유지하
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개편으로 노동법원 설립 목적을 상당 부
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 사법의 영역인 부당해고 등을 행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에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노동위원회의 긍정적인 경험 및 역할은 노동법원에 반영하면 된
다.
○ 효율적 노사관계 해결과 전문성 강화는 노동전문재판부로도 가능하다. → 참심형으
1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백서(하)』, 2007, 5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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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절차상의 특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원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
하다.
○ 참심관 제도로 인해 재판이 투쟁의 장이 될 우려가 있다. →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보
면 이 우려는 과장된 것이고, 참심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서 충분
히 해소할 수 있다.
○ 전문성, 특수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별도의 법원을 설립할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
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 현재 대법원을 필두로 한 법원이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
지 못하고 민사법리로 판단하는 바람에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현실이 노동법원 도입의 절
실한 필요성을 증명한다.
○ 사법절차의 통일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법원으
로 이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존립과 직결되어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이다. → 국회와 정
부의 의지 문제다.
○ 절차상 특례의 필요성이 있다면 소액사건심판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조직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 특별법원에 상응하여 특별절차를 마련하
는 것이 자연스럽고, 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을 위해 특별법원 설립이 필요하다.

Ⅲ. 노동법원 도입 방안
1. 심급구조
심급주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 가지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1안은 1, 2, 3심 모두 특별법원으로서의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대법원
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행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20) 2안은 1심(지방노동법원)과 2심
(고등노동법원) 단계의 노동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3안은 1심(지방노동법원)만 노동
법원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3안은 서울, 부산, 울산, 인천, 수원 등 노동사건이 많은 지역
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3-1안, 처음부터 전국에 걸쳐 도입하는 3-2안이 있
다.

20)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고법원인 대법원이 꼭 하나여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수의 대법원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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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판결이 상급심에서 손쉽게 번복되면 노동법원 도입의 의미가 반감된다. 1안이
도입되지 않는 한 노동사건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역
할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수자인 근로자를 대
변할 수 있는 인사가 대법관 및 연구관에 선임되어야 한다. 대법원에 노동전담부를 두고,
노동전담부 소속 노동사건 공동재판연구관을 운영하며, 재판연구관은 판사 중에서만 임명
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학자 및 노동문제 전문가 중에서도 임명해야 한다. 이는 현 단계에
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더불어 노동법원 도입은 사실심 강화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
다.
최원식 의원안이 제시한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의 2심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방안
이 타당하다. 예산 등의 문제21)가 있다면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고등노동법원을 먼저
설치하고,22) 나머지는 각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노동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순차적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2. 재판부 구성
재판부 구성은 참심제 형태와 준참심제 형태 그리고 직업법관만으로 구성하는 형태 등
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민의 사법참여와 전문성․민주성 강화 등을 고려하면 참심제 형태
가 바람직하다. 직업법관 1인(단독참심재판부) 또는 3인(합의참심재판부)과 노사 참심관
각 1인으로 참심재판부를 구성한다.
직업법관은 7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지고 노동관계에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 중에서 임
명한다. 참심관은 노사단체에서 추천하여 관할 노동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 참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참심관의 권한은 참심제의 경
우 직업법관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고, 준참심제의 경우 의견제시권만 인정한다.
참심제에 대해 위헌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직업법관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결론의 결정에 있어서도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나아가 대법원에서 직업법
관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21) 최원식 의원안은 2014. 1. 1. 법을 시행하여 2년간 준비를 거쳐 2016. 1. 1.부터 서울지방노동법원․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고 참심재판제를 실시하면 2014년 446억 1,500만원을 비롯하여 2018년까
지 5년간 총 818억 7,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2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
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먼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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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할사건 범위
노동법원이 노동민사사건, 노동행정사건, 노동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다. 노동형사사건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의견 대립이 있다. 노동형사사건을 노동법원
에서 관할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형사사건이 매
우 많고,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먼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노동형사사건도 노동법원이 관할해야만 할 특수성이 있다. 다만, 일반형사사건에서는
배심재판이 가능하므로 노동형사사건의 경우 참심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심재판 관
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참심재판 사건의 범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안은 모든 노동사
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방안으로 사법참여 확대라는 원칙론에 부합한다. 2안은 일정한 제
한을 하는 방안이다. 노동비송사건과 같이 실질적으로 쟁송성이 없는 사건, 소액 임금사건
과 같이 심리 및 판정이 전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 등의 경우 참심재판으로 할
이유가 없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사개추위 안은
비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사건과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상인 재산권상의 청구
에 관한 사건, 참심대상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참심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원식 의원 안은 참심대상사건으로 “1.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
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관한
사건. 2. 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건. 4. 위 각 호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병합
된 사건”을 정했다.

4. 절차 특례
근로자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해서 근로자들이 노동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상의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 답변서 제출 기간 제한(소장 송달일로부터 15일
내), ○ 준비절차기일의 간격 단축(2주 내), ○ 집중심리방식의 전면적 도입, ○ 최종변론
기일에 선고 원칙(적어도 수일 내에 선고) 등을 취한다.
소송대리권을 확대하여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한다. 특히 근로자의 경우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조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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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동조합에 대리권을 인정한다.
조정 내지 화해에 의한 해결절차를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담당재판부가 조정을 선
행하는 독일형, 법원 내에 별도의 조정부를 두는 프랑스형, 노동위원회를 조정기관으로 활
용하는 영국형 등의 방안이 있다. 담당재판부에 의한 조정 내지 화해절차를 주장하는 입장
에서는 별도의 기관이나 부에서 화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절차를 지연시킬 우려가
많고 성공률이 낮은 경우에는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의 활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는 계속적 계약관
계이므로 분쟁 초기단계에서 당사자들이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고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동위원회가 조정의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이익분쟁만
이 아니라 권리분쟁까지도 담당하도록 하면서 법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지적한다.23) 노동위원회를 조정기관으로 전문화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법원에 참심관이 참여하는 조정
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조정단계에서 참심관이 참여한다면 양 당사자를
설득하는데 유리할 수 있다. 최원식 의원안은 이 방안을 채택했다.
근로자의 소송수행상의 열악한 형편을 고려하여 직권주의를 확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6
조24)에 준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소송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납 대신 당해 심급절차의 종결 또는 중지 시 납부하도록 하고,
인지대 등 법원수수료를 감액하고 소가의 상한을 설정하며, 소송비용(특히 변호사 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을 완화한다.
제소방법 및 개원의 특례를 규정하여 구두제소, 팩스나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인정하고,
접수시간이나 개정시간대를 저녁시간대와 휴일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소송구조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실효성의 확보를 위해 탄력적인 가구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금전지급에 대한
원칙적인 가집행, 해고무효에 대해 임시적인 원직복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노동법원의 업무와 중복되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기능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23) 박은정,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09～110면; 정진경,
「부당해고의 구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481～482면.
24)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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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안은 노동위원회의 모든 판정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
정과 노동조합 관련 업무로 특화하는 방안이다. 노동법원 사건의 화해절차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2안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기
능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3안은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5심제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
안으로는, 1안은 중앙노동위원회의 1심 전속관할을 특허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으로
하는 방안이고, 2안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를 임의화하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해
바로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별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을 도입한다면 노동위원회의 판정기능을 폐지하고 노동법원으
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심 단계까지 노동법원을 도입할 경우 노동사건 처리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Ⅳ. 맺음말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은 정의의 영역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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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분배의 문제이겠으나, 구체적으로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의 공정성과 적합성의 문제라는 측면도 있다. 인간사회에서 분배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분
쟁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발생한 분쟁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과 그러한 분쟁해결시스템을 구비하
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한다. 당사자가 분쟁해결기관의 판단을 불신하
게 되면 법률적 분쟁해결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자력구제 등 다른 방법에 의한 해결절차
를 강구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법치
의 확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극복되어야 한다.25)
2003년 이후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법원 도입이 제시되었다.26) 그 결과는 매번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노동위원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27) 참심형 노동법원을 도입하고 현재 노동위원회
가 담당하는 판정형 심판기능은 노동법원으로 이전하고,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과 노동조
합의 관리 등에 관한 기관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노동위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28) 현
행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법관으로, 노사위원을 참심관으로, 조사관을 법원
사무관으로 각 전환하고 절차에 관한 특칙을 마련하면 그것이 곧 노동법원이다.29)
더불어 악의적 해고를 자행하는 사용자, 부당해고구제명령 또는 해고무효확인 판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사용자에 대해서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할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증거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용
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실효성 있게 강제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
입되어야 한다.

25) 김선수, 앞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26면.
26) 노동위원회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으로서 노동심판원과 노동분쟁조정원의 두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60년 평가와 향후 발전방안 연구』, 2014. 12., 231～
232면). 사법작용에 속하는 심판을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으므로 노동심판원보
다는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27) 김선수, 앞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4-6면.
28) 신현덕, 「우리나라 노동법원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1, 31～33면은 노동권리분쟁처리제도의 지향원리로 공정성, 신속성, 경제성, 정성(精誠)성(근
로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적정성의 원리를 제시하며 노동법원제도는 이러한 지향원리
를 모두 충족시키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29) 김선수, 앞의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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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5256, 발의연월일 2013. 6. 3.)

제안이유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
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안사건
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민법적 계약문제로 판단하여온 종전의 경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
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
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소송사건, 노
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의 네 가지 범주로 설정함(안 제2
조).
나. 노사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
심에 한하여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소송대리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소액임금청구 등 전형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수가 많은 노동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안 제8조제1항).
마.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부터 제22조까지).
바.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
차상의 특례를 둠(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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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노동민사소송사건과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은 최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9

ㆍ

ㆍ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8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6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노동소송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사건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
로써 노동사건의 신속·공정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권
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지방노동법원의 관장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노동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노동민사소송사건
가.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 복무, 재해보상, 차별시정 등 근로관계에 따른 민사상
의 권리분쟁 사건으로 근로관계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등 노사관계에
따른 민사상의 권리분쟁 사건으로 노사관계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다. 근로관계 또는 노사관계에 기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원인이 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선결문제로 되는 그 밖의 민사상의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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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형사소송사건
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죄에 관한 형사소송사건
나. 「형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죄에 관한 형사소송사건으로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범죄성
립 여부의 선결문제로 되는 사건
3. 노동행정소송사건
가. 노동항고소송사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
결의 취소, 변경,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부작위의 위법 여부
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사건
나. 노동당사자소송사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
한 사건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
다. 노동민중소송사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사건
라. 노동기관소송사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노동관계법령상
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대한 다툼에 관한 소송사건.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4. 노동비송사건
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결정에 관한 사건
나.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중대한 과실의 결정에 관한 사건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
권자 지명에 관한 사건
라. 근로자단결체나 사용자단체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 관한 사건
마. 노동조합의 법인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의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의 선임, 해산과
청산의 감독,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차별 시정에 관한 사건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건
아.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재판 사건
② 지방노동법원은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지방노동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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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④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노동법원과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① 사건이 지방노
동법원과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
한 때에는 관계된 법원의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할법원의 지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
하여, 지방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민사소송절차 또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진 사건은 가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관할로 정하여
진 사건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각각 처리한다.
제4조(당사자능력) 근로자단결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는 지
방노동법원의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제5조(소송대리) ① 근로자단결체·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구성원이 당사자인 노동사
건에서 당해 근로자단결체,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와 고용관계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
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사건의 범위, 소송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노동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출석명령등) ① 지방노동법원은 당사자본인(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소송대리인, 증인 또는 참고인이 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본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노동법원은 결정으로 구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전처분) ①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노동항고소송사
건은 제외한다)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에 따른
다.
③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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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지방노동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
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집행정지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 ① 지방노동법원이 심리·재판한 사건의 제1심 판결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민사소송법」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지방노동법원은 항소장이 제
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
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적은 판결이유설명서를 작성하여 판결서에
덧붙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당사자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판결이유설명서는 판결서의 일부로 본다.
④ 노동민사소송사건 중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⑤ 노동형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참심재판 등
제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심관”이란 이 법에 의하여 노동사건의 심리와 재판에 참여하도록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심재판”이란 참심관이 참여하는 노동사건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3. “참심재판부”란 판사와 참심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제10조(참심재판대상사건) ①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노동민사소
송사건 및 노동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제1심 및 제2심 사건을 참심재
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참심재판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비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이를 본
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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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상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민사소송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을 초과하는 사건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건
4. 위 각 호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병합된 사건
②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 재판부는 참심재판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건을 참심재판부로 재배당·이송할 수
있다.
제11조(참심재판부의 구성) ① 참심합의재판부는 판사 3명, 근로자측 참심관 1명, 사용자
측 참심관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참심단독재판부는 판사 1명, 근로자측 참심관 1명, 사용자측 참심관 1명으로 구성한
다.
③ 참심재판부의 재판장은 판사 중에서 선임자가 맡는다.
제12조(참심재판의 합의 등) ① 참심재판은 판사와 참심관의 합의에 의한다.
② 참심재판 합의의 비공개 및 방법은 「법원조직법」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다.
③ 참심재판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참심관의 권한과 의무) ① 참심관은 참심재판의 심리와 합의에 참여하며 「민사소
송법」에서 정하는 합의부원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② 참심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참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참심관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참심관은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고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근로자측 참심관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측 참심관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고등노동법원장 또는 지방노동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위
촉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심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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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누구든지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의 참심관으로 동시에 위촉되거나 두 개 이상의 고등
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참심관에 동시에 위촉될 수 없다.
제16조(참심관의 임기) 참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참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참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참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참심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참심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했을 때
4. 참심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참심관이 노동민사소송과 공법상 노동당사자소송의 조정에 관여했을 때
6. 참심관이 노동항고소송사건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원처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심
판·조정·중재 등에 관여했을 때
② 참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신분보장 등) ① 참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참심관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촉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격, 면허, 직위가 변경 또는 상실된 경우
② 참심관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③ 참심관이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참심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참심관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참심관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9조(여비·일당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참심관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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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0조(참심관위원회) ① 2개 이상의 참심재판부가 있는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에
참심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측 참심관과 사용자측 참심관이 별도의 선거에서 선출한 각 2명 이
상 같은 수의 근로자측 참심관과 사용자측 참심관으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는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유고 시에는
선임재판장의 주재 아래 회의를 한다.
④ 재판부의 편성·사무분담·참심관의 재판부 배치 및 참심관 기일표의 작성에 관하여는
사전에 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고등노동법원장 또는 지방노동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에 대하여 참심관의
요청을 전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서류송부 요구) 고등노동법원장 또는 지방노동법원장 또는 재판장은 국가, 지
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법인·단체에 참심관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판단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참심관의 연수) ① 대법원장은 참심관에 대하여 참심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참심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참심관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노동조사관) ① 노동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
을 조사한다.
② 노동조사관의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노동조사관의 제척·기피·회피) 노동조사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장 노동민사소송
제25조(소제기의 방식) ① 노동민사소송의 제기는 소장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말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원고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법원주
사·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소제기조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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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소제기조서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의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소장등의 기재사항) 소장 및 소제기조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는 당사자와 법
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27조(비용) ①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항소장·상고장·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규정된 액의 5분의 1로
한다.
②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의 인지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다.
제28조(소장의 부본 등의 송달) 노동법원은 소장의 부본 또는 소제기조서등본(이하 “소장
부본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부본등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동법원은 소장부본등을 송달할 때에는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노동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공휴일, 야간의 개정)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직권증거조사)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
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제32조(해고무효확인 판결의 특례) 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을 하는 경
우에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33조(적용법률) 노동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4장 노동형사소송
제34조(사건의 노동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지방노동법원이 재판
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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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심급의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5조(국민참여재판의 특례) ① 지방노동법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형사사건을 「국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재판한다.
1. 「법원조직법」 제28조의7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노동법원 합의부 관할 사
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형사소송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노동법원 합의부”로, “지방법원장”은 “지방노동법원장”으로 본다.
제36조(적용법률) 노동형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제5장 노동행정소송
제37조(특별재판적) ① 특정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노동행정소송은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법원에, 특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노동행정소송은 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특정한 근로자단결체 및 사용자단체에 관계되는 노동행정소송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소제기의 방식 등) 노동행정소송의 소제기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한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소송구조) 노동행정사건에서의 소송구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0조(적용법률) 노동행정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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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노동비송
제41조(신청의 방식) ① 노동비송사건의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말로 하는 신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재판의 방식) ①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 종국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노동비송사건(제2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른 과태료재판 사건을 제외한다)의 결정서에
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불복) ①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적용법률) 노동비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제7장 노동사건에서의 조정
제45조(조정에의 회부) 지방노동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민사소송과 노동당사자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그 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고가 소장부본등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6조(조정기관) 조정사건은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가 처리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처리한다.
제47조(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지정)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노
동법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관할법원의 참심관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③ 조정장이 참심관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 참심관과 사용자측 참
심관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48조(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

113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9조(사실의 사전조사)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일을 정하기 전에 기한을 정
하여 노동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한다.
②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51조(적용법률 등) ① 노동민사소송사건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에 따른다.
② 노동당사자소송사건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2조(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참심관 및 조정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
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53조(벌칙) ① 참심관 또는 참심관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판
사 또는 참신관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참심관의 수를 누설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참심관 또는 참심관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
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벌칙) 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
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또
는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석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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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의 관할
에 속할 사건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및 그 지
원, 시·군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노동법원의 제
1심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춘천지방
법원 강릉지원을 포함한다)의 노동전담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노동법원의 제
2심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노동행정소송사건에 관한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외한다)은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춘천
지방법원 강릉지원을 포함한다)의 노동전담부가 이를 관할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노동법원의 제2심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합의부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노동행정소송사건에 관한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은 고등노동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고등법원의 노동전담부가 이를 관할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고등노동법원 또는 지방노동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참심관은 해당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을 포함한다)의
제청을 거쳐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의 재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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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노동분쟁의 형태와 관계없이 법관이 아닌 공익위원
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실상 이러한
노동위원회제도를 통해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이유는 노동분쟁사건이 근로자 · 사용자 나아
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분쟁의 신
속한, 간이한 및 저비용의 해결이 요구되고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여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분쟁의 해결이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관계를 장기화하면서 노동분쟁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해지면서 노사관계이 안정화와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Ⅱ. 노동분쟁의 특징
1) 노동분쟁은 변증법적 노사관계에 내포되어 있다. 즉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분쟁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노동분쟁에 있어서 힘의 강약이 존재한다. 즉 노사관계에는 원천적으로 사용자는 힘
이 강하고 근로자는 힘이 약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3) 노동분쟁의 대상은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관계된 것이 있다. 즉 임금과 관련된 문제
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4) 노동분쟁은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생활수단의 박탈과 연관되어 있다. 즉 해고와
관련된 노동분쟁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수단의 박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5) 노동분쟁은 기업의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6) 집단적 노사분쟁은 사회 · 국가의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7) 노동분쟁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노동분쟁의 발생이 계속적으로

117

노동분쟁해결절차의 법적 현실과 미래 제안

나타난다.

Ⅲ.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의 방향성
1) 노동위원회의 문제점
첫째, 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노사간의 민사적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해결되는
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종국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 5심제로 작용하여 분쟁
이 장기화되고 있다.
셋째,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아닌 타협의 논리가 우선한다.

2) 해결의 방향성
노동분쟁의 해결은 단순히 ‘분쟁해결’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는
계속적 관계이면서 노사, 기업, 사회 및 국가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동분쟁의
해결이 노사관계의 안정화로 이어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노동분쟁의 해결이 그러한 기
능을 하지 못한다면 되레 노동분쟁해결수단이 노사관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노동분쟁해결이 노사통합의 제도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
사자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사 당사자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
서는 노동분쟁해결에 있어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사관계를 예측
할 수 있는 일관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는 생활수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신속한 해결과 더불어 간이하고 저비용의 방
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약한 존재인 근로자가 노동분쟁해결
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속성, 간이성과 저비용
적 수단이어야 한다.

Ⅳ. 노동법원의 필요성
권리분쟁이란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인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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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노
동위원회의 결정은 종국적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즉 화해가 아닌 이상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노
동위원회의 결정이 법원과 다르다면 결국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는 노동
분쟁의 장기화와 노사관계의 악화를 야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법원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노동법의 특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민법에 대한 노동법의 특수성, 그리고 노동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
가 발생하며, 신속성과 간이성이 저해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1) 법원의 소극성
법원이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
행정부는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데 비하여 법원은 소극적이다.

2) 재정상 문제
노동법원이 설립하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실상 노동위원
회 제도를 법원의 산하로 옮긴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감축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즉 노동위원회의 운영비보다 법원 산하에 노동위원회를 두는 것이 재정을 절
약하는 측면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기능을 심판기능에서 심리기능으로 법원을
보조하도록 하고, 주된 기능은 화해기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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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 3.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본
현행 노동분쟁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과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 노동분쟁의 현황과 특징
- 노동운동의 고양기인 ’87년 이후, 노사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97‧98년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개별적 노동분쟁(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 급등(보수정권이 재집권하는
2008년부터는 급격히 상승)하는 대신에 집단적 노동분쟁은 건수 면에서는 정체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규직 등 이슈로 나타나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음.
- 노사갈등의 원인에는 노사관계의 정치경제적 지형이나 경기변동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
가 영향을 주지만 개별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자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포괄적인 권익
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집단적 활동에 연유한다고 판단함.

- 이러한 개별적, 집단적 노동분쟁의 해결구조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분류하면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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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와 일반 법원이 있음. 노사간 갈등해결 및 이해 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
는 1953년 제도 도입(1954년부터 설치, 운영)되어 운영되다가 제도 변화에 따라 업무
확대30)되었고, 199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조정업무와 심판업무의 분리 전문화가
이루어 짐.
- 노동위원회는 그동안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각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문성 제고 등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노동위원회 운영구조는 큰 변화없이 흘러가고 있음.
(단, △차별시정 업무 담당하면서 부서 신설, 조사관 인력 증원 △복수노조 업무 추가되
면서 교섭대표결정과 신설과 조사관 인력 증원에 그침).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갈등해결 및 이행조정 기구로서 역할과 위상을 재검토하
고, 새로운 운영구조의 전면화, 체계화와 더불어 그동안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해서도 이제는 로드맵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

2. 노동분쟁 해결절차의 문제점
1) 전반적인 문제점
▢ 절차의 복잡 및 지연
-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상 ‘5심제’로서 권리구제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지연됨. 특히, ‘차별
시정절차’는 지노위<중노위<행정법원<고법<대법로 짧게는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소
요31)됨.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사업장의 다른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종심인 대
법원까지 진행될 수 있음.
▢ 비용부담
- 차별시정절차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장과 입증 등이
3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1981),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업무
(2007),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업무, 공정대표의무 관련 판정 업무 (2011)
31) 지방노동위원회(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중앙노동위원회(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행정법원(1년
가량 소요) → 고등법원(1년 가량 소요) → 대법원(1년 내지 최장 3년도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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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복잡하여 당사자가 홀로 재판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결국 노무
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그 비용은 상당함.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
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실효성
-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강제집행력이 없어 민사소송이 제기되
어야 하므로 실효성이 취약하고 절차 반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존재함.
▢ 전문성 결여 및 자주적인 분쟁해결절차의 미정립
-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고, 노동분쟁을 마치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처리함으로써
노동분쟁의 고유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2)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조정을 위해 준사법기구로서 저렴한 소송비용, 신속한 서비스,
유연한 해석(일반 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문제, 노사관계에 대한 현실감각이 있
음) 등 위원회 체제의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 이러한 장점에 비하여 노사간 경제적 지위의 비대등성,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 행정소송
에서의 패소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안정성과 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됨.
- 또한 돈과 시간 등 능력이 충분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응하여 계속
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사건 분쟁이 장기화되어 노동자들은 막대한 사회
적 비용이 지출될 뿐 아니라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적이 달성되
기 어려운 구조임.
- 노동계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적대적 감정의 대부분 요인은 개별 노동자나 노조
의 항변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부족(전문성)과 사측과의 결탁에 따른 의구심(중립성)
등이라 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가 심판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기각·각하는 ‘인정’보다도
월등히 높아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불신의 원인이자 결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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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현황
처리내역
년도

접수건수

2015

14,229

12,488

1,347

233

2,005

2014

14,631

13,068

1,172

255

2013

14,323

12,769

1,095

2012

12,922

11,352

2011

12,681

2010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이월

취하

화해

843

4,923

3,137

1,741

2,130

756

5,185

3,570

1,563

255

1,989

757

4,396

4,277

1,554

1,040

209

1,993

614

3,589

3,907

1,570

11,418

967

149

2,601

620

3,438

3,643

1,263

13,591

11,667

1,018

227

2,605

1,112

3,790

2,915

1,924

2009

11,935

10,714

1,069

187

1,995

667

4,072

2,724

1,221

2008

11,158

10,004

1,116

218

1,953

504

3,927

2,286

1,154

2007

9,389

8,028

1,030

249

1,812

357

3,360

1,220

1,361

2006

8,631

7,378

1,084

222

2,186

431

3,205

250

1,253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3)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0%를 넘기고 있음.
-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 검토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심
문과 사건심리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 중노위 심판담당 공익위원들은 노동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인정받는 법학박사, 교수, 변
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법원의 소송절차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다고는 하
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서면에 의한 공방에 의하여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중노위 심판기능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다는 점과 법원 자체가 노동문제 전문
성 결여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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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표>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율 패소율 재심유지율32)
(단위: 건, %)
승소

패소

계

2012

278

185

174

11

48

17

31

45

79.4

82.7

2011

299

204

197

7

43

18

25

52

82.6

85.6

2010

302

200

192

8

50

16

34

52

80.0

83.4

2009

320

176

167

9

63

17

46

81

73.6

80.3

1,199

765

730

35

204

68

136

230

78.9

83.0

계

소계

전부

일부

소계 근로자승소 사용자승소

취하

승소율
재심
(%) 유지율 (%)

연도

※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피고적격에 관한 비교 연구 (2013년)

3. 노동분쟁해결의 제도개선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노동분쟁의 처리절차에 있어 조정과 심판기능을 분리하고, 조정기능은 현재의 노동위원회
에서 처리하고, 심판기능은 노동문제 전문법원인 가칭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처리

1) 노동위원회
① 노동행정
- 현재 노동청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노사관계의 갈등 예방 조정과 실질적 조정업무를 겸
비한다면 노사관계의 분쟁 원인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문제해
결을 할 수 있을 것임.
② 전문성 및 조직 확대
- 노동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분쟁 조정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 요건으로서 인
력 충원이 확대되어야 함. 지방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 정원 확충, 전담 상임위원제 실시
(심판 담당 상임위원, 조정담당 상임위원, 차별시정 담당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전문화)
- 심판 및 차별시정 기능의 법률적 전문성 강화
․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구성시 공익위원 3인중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이외에 최소
32) 승소율=승소/(승소+패소)×100, 재심유지율=(전부승소+소취하)/전체 사건 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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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의 노동법률 전문가 포함
※ 영국의 ACAS는 해당 지역의 노사관계에 대한 역사와 환경, 노사문제에 대한 전문성
과 함께 심리적 요인까지도 고려하여 조정위원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
③ 공정성(중립성)
- 노동위원회 위원의 공정성(중립성)은 전문성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공익위원 선출 절차 개선 :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함.
④ 위상 제고 및 독립성
-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사건의 심판,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노사 및
특정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필수임.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위상 제고 및 중립성 확보
․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정부조직으로 위상 제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상임위원도 정무직 위원으로 함.
- 인력 및 조직의 확대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 :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인사·예산권이 보
장되어야 할 것임. 정부직제에 따른 독립적 편성권을 부여하면 될 것임.

2) 노동법원
① 배경과 취지
- 법원의 보수성, 노동문제 전문성 결여로 노동문제에 대한 시각, 역사성, 노동시장의 변
화 등을 외면하는 판정이 이루어지고, 법원별로 노동 전담 재판부33)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법은 민법과 근본 전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노동문제를 시민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여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법원이 존재하는 반면, 노동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

33) 법원 내 노동법을 연구하는 판사 커뮤니티가 있지만 대개 노동 전담 재판부 소속 판사들도 순환보직
제 때문에 2~3년 근무하다 이동하여 사건만 맡을 뿐 제도적으로 노동법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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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법기관은 없는 상태임.
- ’98년 경제위기와 보수정권 집권 이래 급증하고 있는 노동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
이 절실함.
- 노동관련 사건은 자본주의하에서 자본-노동이 양립되는 노동문제라는 기나긴 역사성이
존재한다는 점과 대등한 쌍방의 계약자치의 원칙이 아니라는 특수성이 존재함.
- 노사 당사자가 승복 없이 법정다툼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거쳐 법원의 3심의 소송을 거쳐야 할 경우 소송 장기화로 인해 노사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 초래, 특히 상대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 속출.
- 노동사건에 대한 신속한 분쟁해결, 노동관련 분쟁사건의 전문성 제고, 노사를 대표하는
비직업법관 참여, 노동관련 전문 직업법관 양성, 소송비용의 절감 및 노동관련 사건 피
해당사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하여 노동사건 관련 전문법원의 설립을 2020년까지 추
진
② 구성방향
- 법원에서 노동관련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전공하거나
교육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학습한 법조인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서 노동사건 전문 법조인
양성이 시급함.
※ 행정법원 또는 가정법원과 같이 노동법원을 전문화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한 특례 절
차를 만들고, 전문 법관을 양성해야 함.
- 독일의 노동법원이 사례로서 적절하다고 봄. 전문법관과 노사양측의 대표인 명예직 법
관으로 구성되어 참여의 원리, 3자구성의 원리가 보장되는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독일의 노동법원은 노동법원소송절차의 특수한 원칙을 세워놓고 있음. 즉, 신속한 절차
진행 및 절차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당사자간 화해의 우선성, 당사자평등의 원칙, 저렴
한 소송비용 등을 들 수 있음.
※ 유럽은 노동법원 전문화가 보편적임. 우리나라에서도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10년 전
사법 개혁 차원에서 도입34) 여부가 검토됨.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는 하급심
34) 사법개혁위원회가 검토한 노동법원은 직업법관(판사),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판사(참심원)가 판결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 형태로서 사법 민주화 차원에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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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차원에서 노동법원 설립을 준비함. 당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로
스쿨)은 결실을 맺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법원은 장기 과제로 남겨짐.
- 실제로 노동법원제도가 도입될 경우 △노동 사건의 이원화와 중복에 따른 구제 지연,
△노동 사건을 다루는 법관의 전문성 제고,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 해결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또한,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손배·가압류 등의 심리와 결정도 노동법원
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노동분쟁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노동위원회 심판을 거쳐 법원의 3심을 거쳐야 하는 소송절차는 노동관련 소송
의 장기화로 인해 노사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노동사건 관련 전문법원
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장기 과제로 남긴 ‘노동법원 법안’은 2013년, 최원
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35)하였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됨. 20대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법안발의가 없지만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제
도개선을 준비, 추진하고 있음.

판과 유사함. 다만,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참심원을 명예판사로 위촉한다는 점에
서 그 차이가 있음. ‘배심원’은 시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삼아 무작위로 뽑는 것이고, ‘참심원’은 노사
전문가 중에서 뽑아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음.
3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 6. 3 최원식 의원 등 36인 입법발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
하기 위한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 및 인정
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안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3항, 안 제16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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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1. 노동위원회 영향력 확대
2015년 말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 전제 사건 수는 14,229건이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사건 12,571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
제 신청은 1,276건으로 집계됐음. 같은 기간 접수된 차별시정 사건은 175건, 복수노조창
구단일화 절차 관련 사건은 537건, 조정사건은 877건 등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정이나
결정, 조정을 요청하는 개별 및 집단 노사관계 분쟁사건은 한 해 15,000 건을 훌쩍 넘어
서고 있음.
○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3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

부당
해고
등

6,701

6,786

7,824

9,678

10,288

10,969

10,848

11,444

12,805

12,996

12,571

9,720

부당
노동
행위

1,381

1,629

1,345

1,292

1,429

2,324

1,598

1,255

1,163

1,226

1,276

1,157

기타

213

216

220

188

218

298

235

223

355

224

382

225

전체

8,295

8,631

9,389

11,158

11,935

13,591

12,681

12,922

14,323

14,631

14,229

11,199

36) 본 발표자료에 실은 노동위원회 사건 통계 출처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건 통계와 국정
감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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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원회를 거치면서 판정이나 결정, 화해 등을 통해 분쟁사건의 95% 이상이 노동위원회 단계
에서 종결되는 현황도 노동위원회가 노사간 분쟁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사건 종결률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

분쟁사
건종결 95.1% 95.1% 94.4% 93.7% 93.3% 95.5% 96.5% 97.2% 95.6% 96.7% 96.2% 96.8% 96.4% 95.2%
률

※ 분쟁사건 종결률=｛1-(소송제기건수/초심처리건수)｝×100
※ ‘초심처리건수’와 ‘소제기건수’는 해당연도 처리 및 소제기 건수 기준
○ 노동위원회 처리 업무의 증가
2007년 근로기준법, 노조법, 비정규직법 등 노동관계법의 제개정에 따라 △차별시정 △
필수유지업무 결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결정업무 등이 추가됐고 정책과 조사연구를 비
롯한 업무들이 확대 및 세분화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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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953~1997
2007

노동위원회 처리업무
조정, 중재,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심판
차별시정업무, 필수유지업무결정, 이행강제금, 금전보상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2011~현재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교섭단위 분리 결정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그 외 의결 사건

2.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을 통해 본 문제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범위가 확
대되어온 것과 달리,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과 기능
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구제사건 인정률은 매우 낮은 상황임. 특히, 노동위원법이 대폭
개정된 2007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은 5%를 밑돌기도 하는 등 사실상 부당노
동행위에 대한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함.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이 대폭 교체됐던 2014년 10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를
필두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급속히 높아진 점은 주목할 필요 있음. 당시 중앙노동위원
회는 조정, 심판, 차별시정 등 담당 공익위원 67명을 신규 위촉하면서 노동법학자나 법률
가의 비중을 높였으며, 노동부 출신인사와 대형로펌 출신 등은 위촉하지 않는 등 과거 공
정성과 전문성에서 문제가 됐던 공익위원 위촉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되기도 함.37)
37) 2014년 신규 공익위원 위촉 당시, 중앙노동위원회 노․사․정 간사회의 등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 위촉 기준을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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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정 및 구제명령

인정
화해 인정률 처리
기각 각 취하 화해 인정률
(%) 건수 전부 일부
하
(%)

처리
건수

전부 일부

3,599

672

40

591

166 1,944 186

48.5

4,419

867

46

868

214 2,234 190

45.8

4,190

771

37

682

194 2,318 188

48.0

716

62

20 308 27 282 17

19.7

5,092

967

47

984

246 2,657 191

45.2

964

100 21 427 45 353 18

20.4

4,518

801

77

741

182 2,403 314

48.8

795

65

13 384 20 287 26

16.2

5,487 1,015 77 1,113 240 2,726 316

44.7

1,033 101 13 513 26 354 26

17.5

4,525

666

144

259 2,384 212

42.0

5,835

950

150 1,388 346 2,777 224

38.8

5,597

626

141

44.4

6,750

935

201 1,182 304 2,967 1,161 43.3

7,506

707

108

기각 각하 취하

860
736
903

226 2,733 1135

344 3,314 2,130 39.5

8,693 1,008 157 1332 454 3,562 2,180 39.5
8,212

703

98 1,012 464 3,451 2,484 35.2

9,292

940

129 1,406 572 3,697 2,548 35.1

8,480

659

147 1,287 702 2,945 2,740

9,582

841

187 1,743 797 3,216 2,798 28.8

8,345

608

74 1,003 438 2,813 3,409 32.1

9,845
9,046
10,118
10,129
11,509
10,369
1,309
11,678
9,825
1,305
11,130
5,154
832
5,986

894
691
952
719
1,009
776
291
1,067
866
313
1,179
537
234
711

125
130
154
82
195
117
60
177
93
57
150
56
37
93

1,732
976
1,371
970
1,433
1,143
423
1,566
1,077
387
1,464
637
211
848

538
451
563
519
687
574
119
693
601
168
769
366
85
451

3,095
3,062
3,296
3,756
4,022
4,401
314
4,715
4,226
300
4,526
2,166
193
2,359

3,461
3,736
3,782
4,083
4,163
3,358
102
3,460
2,962
80
3,042
1,392
72
1,464

824

9

16.1

1,082 108 17 469 62 415 11

19.1

992

65

12 359 43 336

49

64 563 49 243 24

15.6

1,351 70

68 770 68 351 24

14.1

17

30 382 22 260 54

10.4

1,090 28

44 609 34 318 57

10.1

46 398 29 230 93

15.4

765
828

32

1,138 48
983

54 595 39 302 100 13.9

44

21 415 60 270 173 12.0

1,217 59

32 556 77 317 176 12.6

28.8 1,567

23

10 682 289 455 108

1,807 35

16 835 297 511 113

795

4

3.3
4.3

12 378 61 192 148 3.5

31.0 1,361 7 17
36.5 825 27 29
32.2 1,037 36 35
35.0 680 25 8
36.2 966 43 24
22.0 840 19 25
39.3 206 10 5
35.5 1,046 29 30
36.4 767 46 20
40.0 257 38 12
37.3 1,024 84 32
37.2 567 57 23
47.8 132 29 10
39.9 699 86 33

839
448
590
309
500
369
133
502
346
136
482
216
56
272

69
23
30
19
27
11
4
15
35
12
47
6
0
6

279
185
229
227
266
320
46
366
241
47
288
206
32
238

150
113
117
92
106
96
8
104
79
12
91
59
5
64

2.6
10.6
10.3
9.1
11.3
10.4
9.9
10.2
14.8
25.3
18.0
26.5
41.1
30.0

※ 인정율은 기각과 각하 건수 대비 인정(일부인정 포함) 건수의 비율임. 각 년도별 위
칸은 전체 지노위 합계이고 아래 칸은 중노위를 포함한 수치임. 2014년부터 2016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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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수치 중 음영 부분이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처리 결과임.
※ ‘일부인정’은 ‘일부기각’이기도 하며 신청취지(또는 신청인들)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
은 판정이므로 ‘기각’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노동위원회
의 통계구분에 따라 ‘인정’에 포함시킴.
○ 조정사건 행정지도 현황
년도

계

교섭미진

당사자부적격

권리분쟁

조정회의불참

기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15
22
37
55
36
53
52
38
34
45
42
14

5
9
20
26
17
39
14
5
12
32
19
9

5
5
5
3
2
3
17
23
4
3
9
1

3
1
1
8
4
1
12
4
3
2
7
3

0
0
0
1
0
0
0
0
0
0
0
0

2
7
11
17
13
10
9
6
15
8
7
1

조정사건 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891건에 이르던 조정신청 접수가 2009년 726건,
2010년 708건, 2011년 695건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886건, 2015년에는 877건으로 다
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조정 성립률은 2015년 말 53.7%로 큰 변화를 드러내지
않아왔음. 그러나 노조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행정지도는 계속 증가해왔음. 특히 타
임오프와 창구단일화 시행 전후, 당사자 부적격이나 권리분쟁으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거나
교섭미진으로 인한 행정지도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음. 이는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하기보다, 행정부처의 지침이나 법리에 메여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과
도하게 제약한 문제사례로 지적됨.
○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사건 처리현황
처리내역

연도

접수건수

2004

3

3

1

2005

5

1

0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진행

기각

각하

취하

화해

0

0

1

0

1

0

0

0

0

1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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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7

5

0

0

0

2

0

0

2007

5

5

3

0

1

1

0

0

0

2008

3

3

2

1

0

0

0

0

0

2009

35

35

12

21

2

0

0

0

0

2010

94

89

64

22

1

0

2

0

5

2011

42

34

20

3

4

0

7

0

8

2012

29

26

15

3

4

1

3

0

3

2013

18

16

6

1

4

0

5

0

2

2014

29

28

18

2

2

0

6

0

1

2015

19

19

13

1

0

2

3

0

0

2016. 10.

32

8

3

1

1

0

3

0

24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개악 추진상황과 맞물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 현황은 제
도의 한계를 떠나서 노동위원회가 독립적인 준사법기구로서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올해 접수된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은 대부분, 올해 초 불법
지침을 발표한 노동부가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에 따라서 1,5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권고를 하고 후속해서 10월부터 단체협약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시작한 현황이 반
영되어 있음.
과거 타임오프 도입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도입을 전후한 시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등으로 공공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복지후퇴와 단체협약 개악을 추진하던 2013년과
2014년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이 집중됨. 의결 결과도 대부분 노동부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 물론, 노동조합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를
담은 노조법이 근본적인 문제겠으나 노사자율을 침해하는 의결을 독단적으로 처리해 온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과정의 문제도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님.

3. 노동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제도개선 방안38)
1)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독립기구화)

38) 민주노총 노동위원회법 개정요구는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단의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18대
국회에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법률개정안으로, 19대 국회에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법률개정안으로 제
출된 바 있음.

136

노동위원회 독립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민주노총 제도개선 요구

(1)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독립성 강화(제2조 제2항 개정)
○ 노사정 3자 합의제 위원회 기구이자 준사법기구로서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
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하로 기구
이관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위원회기구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
민권익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가 있음.(참고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기구
로는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
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참조),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등 독립성을 가진 중앙행정위원회들을 모델로 함.39)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ㆍ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 소속등) ① 생략
②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
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
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개정안

ㆍ

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 소속등) ① 생략
②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국무총
리 소속으로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2) 고용노동부장관 권한 삭제(제6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개정)
- 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하에서 국무총리 소속 하로 이관함과 함께 노동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불필요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규정들을 삭제

․

○ 신 구 조문 대비표

39) 위 개정 요구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과 연동되어 개정 논의에 복잡함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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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제9조(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둔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

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공

-------------------------------------

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무총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

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

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

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 ② 생략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 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③ <삭제>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 노동위원회법 중 고용노동부 관련 규정은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
장), 제11조(상임위원),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외에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
리구제 대리)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
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가 있고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역시 현재
고용노동부령인바 관련 시행규칙들을 “총리령”으로의 개정 필요

2)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로서의 위상 및 제도 강화
(1) 전원회의 정례화 및 노․사․공익위원 간사회의 제도화(제1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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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들이 주체인 위원회기구의 위상에 맞는 운영을 위해 위원 전원회의를 년 1회 이
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정례화 함. 현재 위원 전원회의가 수년간 개최되지 않거나 위원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위원회기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상의 문제점을 해소함.
-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 및 주요 절차 등에 대한 협의 및 결정기구로서 노․
사․공익위원 중 각 간사로 구성되는 간사회의를 제도화함. 위원들이 노동위원회의 주체로
서 주요 운영사항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무국(사무처)에서 집행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나 현재는 사무국(사무처)에서 사실상 모든 운영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 및 집행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회의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

제15조(회의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

회의와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

회의와

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다음 각 호의 부

-------------------------------------

문별 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 <생략>

1.~7. <생략>

② 전원회의는 해당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

②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

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으로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1. 2. 3. <생략>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1. 2. 3. <생략>

간사회의

외에

위원회의

권한에

③ 간사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
된 각 2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
의 위임을 받아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
항을 결정한다. 다만, 간사회의에 참여하는 근로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생략>

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간사는 각 동
수로 한다.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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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위원 위촉절차 개정(제6조 개정)
-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인 위상에 맞게 노사 당사자단체 및 노사위원들의 권한과 참
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하게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동분쟁
조정기구로서의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함.
- 노동위원회가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노사위원들의 경우에
는 대부분의 의결권이 없어 실제 의결권을 가진 공익위원이 핵심주체라 할 수 있으며 이
에 공익위원의 위촉에 노사 당사자단체의 권한을 정부와 동등하게 부여함.
- 공익위원 위촉절차부터, 노사 각 당사자 단체와 해당 노동위원회에 각 동수(同數) 추
천권을 보장하여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로서의 위상 강화

․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등) ①, ② 생략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1. 중앙노동위원회: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

대통령이 위촉

령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

④ 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사람을 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무총리의 제청

따라 위촉한다.

으로 대통령이 위촉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2. 생략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
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
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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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⑤ 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

1. 2. 3. <생략>

촉한다.

⑥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및 위원의 위촉

1. 2. 3. <생략>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그 밖에 위원의 위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구성방식 개정(제15조, 제18조 개정)
○ 공익위원 3인과 노사위원 각 1인으로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 구성
-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인 위상에 맞게 노사 당사자단체 및 노사위원들의 권한과 참
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명실상부하게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동분쟁
조정기구로서의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함.
-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위원회와 같이 공익위원뿐만 아니
라 노사위원까지를 포함하여 노사정이 함께 실질적인 분쟁조정 및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심판위원회의 구성을 공익위원 3인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을 포
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
○ 담당영역 구분 없는 부문별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 삭제
- 담당영역 구분 없는 부문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제15조 제7항 삭
제하여 각 영역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문별위원회 위원 구성 및 배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을 강화함.
- 2007년 법 개정으로 위원 수가 대폭 증원되어 현재 당해 조항을 굳이 존치할 필요성
이 크지 않아졌으며, 영역별 특성에 따른 추천과 위촉 대상자의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위원들의 불성실한 활동을 오히려 방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가 일방
적으로 선정한 특정 인물들만이 타 영역 부문별위원회 배정 대상자로 지명되고 있는 점
등의 각종 문제점 해소

․

○ 신 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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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

지명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

및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

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판정·

-------------------------------------

의결·승인 및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

-------------------------------------

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위원장

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이 지명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원 및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으로 구성하며,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

-----------.

항을 처리한다.

⑤ , ⑥ <생략>

⑤ , ⑥ <생략>

⑦ <삭제>

⑦ 위원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문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부문
별 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
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담
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또는 조정
담당 공익위원을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부
문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의견청취) ① <생략>

제18조(보고 및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② <삭제>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
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
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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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
(1) 공익위원 자격요건 개정(제7조, 제8조 개정)
① 심판(차별시정 포함) 및 조정 담당 공익위원 자격 중 대학교수 전공분야 개정
- 심판 및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법리에 입각한 심
판을 행해야하며 법리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준사법기구로서의 위상
에 맞게 가능한 법률전문가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법학 교수로 자격
요건 개정. 조정 담당 공익위원 자격 요건 중 대학교수의 경우는 현재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음.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 대학교수도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 분야 교수로 자격요건 개정

② 노동관계업무 종사 공무원의 공익위원 자격요건 규정 삭제
- 현재 노동부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수가 과도
하게 많으며(단순히 수가 많은 문제보다도 이들이 현직이 없는 관계로 회의 참여횟수가
다른 위원들에 비해 대개 월등히 높은 문제점), 대부분 부문별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노동부로부터의 비독립성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
고 있는 문제점 개선 필요
- 적임의 퇴직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존 타 규정(“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10
년 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으로도 위촉이 가능한바 특별히 공무원 재직 경력자 조항을 별도로 둘 이유
가 없음.
(2) 심판사건 운영의 내실화 및 합리화를 위한 절차 보완 (1)
- 의결사건에 당사자 근로자 및 노조 참여 보장(제16조의4 신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해지는 노동위원회의 각종 의결사건은 행
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당사자인 노동조합
이나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음. 이에△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 대의원회 소
집권자의 지명 의결(노조법 제18조 제3항),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

․

21조 제1항), △노동조합 결의 처분 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21조 제2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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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의결(노조법 제31조 제3항), 노동조합 해산 의결(노조법 제28조 제1항), △단체
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 의결(노조법 제36조 제1항),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
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사전 의결 또는 중지명령의 사후 승인
(노조법 제42조 제3항) 사건 진행에 실질적 당사자인 해당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인 근로자
에게 당사자 지위를 보장함.
-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

대한 재심사건

및 의결에 대한 재심사건

2.~3, <생략>

2.~3, <생략>

②, ③, ④, ⑤ <생략>

②, ③, ④, ⑤ <생략>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4(의결사건 처리)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
3항,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3
항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였을 경우 해당 근로자(제18조 제3항, 제21조 제1
항 및 제2항에 한한다)와 노동조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노
동위원회는 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당해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불복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의결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제3항에 따른 재심을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중앙노동위원
회의 재심 의결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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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판사건 운영의 내실화 및 합리화를 위한 절차 보완 (2)
- 심문준비절차 제도 신설(제16조의5 신설)
① 주심과 노사위원을 통한 사건조사 및 사전 조정 기능 수행
- 심판위원회 구성에 있어 사건조사와 심판을 주관하는 주심위원(공익위원 1인)과 노
사위원을 먼저 선임하여 주심 공익위원의 관장 하에 사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며 주로 노사위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와 당사자들에 대한 조정 및 화해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케 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에 있어 실질적인 조사권과 분쟁조
정기능 제고함.
- 현재 심문회의 이전단계에서의 사건조사 등 모든 절차가 조사관에 의해서만 진행되
고 실제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위원회는 심판회의 2~3주 전에야 구성되며 사건서류는 빨
라도 불과 심문회의 1주일 전에야 위원들에게 송부되어 실질적인 조사 및 심리가 사실상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졸속 판정 또는 화해가 남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함.
② 심문준비절차 도입,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절차 강화
- 깊이 있는 심리를 위해 법원 소송절차와 유사하게 심문준비회의 등의 심문준비절차
도입
- 조사 촉탁신청, 감정 및 검증신청, 문서제출신청, 사실조회신청, 증인신문신청, 당사자
신문신청 등 보다 명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객관성과 공정
성이 담보되는 심판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보완함.
- 노동위원회법은 실체법이면서 또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판진행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대단히 미비하여 올바른 판정에 반드시 필요한 실질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 또는 민사소송
법이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기에도 부적절하거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운영
상의 문제점 해소

․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행

<신설>

개정안
제16조의5(사실조사 및 심문준비절차)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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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주

장사실을 입증할 서면 기타 증거를 제출하게 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심문준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구성에 앞서 주심 공익위원 1인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을 우선

지명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당사자간에 화해를 권고하는
등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익위원 및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 심판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건 당사자가 출석하는 심문준비회의를 열 수 있
다.

④ 사건 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
에 조사의 촉탁신청, 감정과 검증신청, 문서제출신청, 사실조회신청, 증인신문
신청, 당사자신문신청 등을 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한다.
⑥ 심문준비절차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항 신설>

(4) 심판사건 운영의 내실화 및 합리화를 위한 절차 보완 (3)
- 선고회의 신설(제17조의2 개정)
○ 노동위원회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법원 소송절차와 같이, 의결 직후 당사자들
에게 직접 알려주는 이른바 선고회의를 신설함.
○ 대부분의 부문별위원회는 의결 직후 당사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의결 결과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특히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
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진행한 후 곧바로 판정회의에서 의결을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판
정회일 저녁에 문자로 결과를 통지하고 있음. 이에 당사자가 참여한 심문회의 직후 당사자
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곧바로 위원들끼리 판정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을 행한 다음 다시 당
사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결과와 이유를 고지하는 선고회의를 함으로써 판정의 객관성
과 투명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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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의결결과의 통지 등) ① 노동위원회

제17조의2조(의결결과의 통지 등) ① 노동위원

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

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당사자

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 결과와 이유
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에 장시간이 요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회의
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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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

Ⅰ. 노동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 노동위원회제도의 자리매김

ㆍ

○ 각국마다 경제 산업 발전 과정의 구조적 차이와 정부 정책 방향 또는 정치적 상황들
로 인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역사의 차이, 노사가 가지고 있는 인식 및 관점과 상호
신뢰 수준, 기업문화 및 조직관행의 相異 등으로 인해 각 나라마다 구축된 노동분쟁해
결시스템도 차이가 있다.
○ 어느 특정 시스템이 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평가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시스템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노사당사자로부터의 신뢰 제고를 위해
서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최적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 각국의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이 노사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운영
차원의 실무적 개선과 법제도적 개선과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 부문들에 대
해서 분석하고 참고하는 것은 최적화를 위한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ㆍ

- 노동분쟁이 다양화 복잡화 될수록 노동분쟁해결시스템 역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
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이 수반되어야 하고,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시스템
을 활용했던 노사당사자로부터의 평판에서도 개선점을 찾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 노동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ㆍ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도 계속되어 왔다.
○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의 평가는 형평성 및 균형성에 대한 문제 발생 여지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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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실효성 확보와 직결되는 사건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노사당
사자의 신뢰 제고가 법제도적 측면의 합리적 개선에서부터 운용실무상 미세한 부분
까지 관계 이해당사자 모두의 형평성과 균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노동위원회가 상생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의 고리로서 자리매김
하려면 제도의 오용과 남용이 묵인되거나 간과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사실관계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들의 처리가 각
위원회 구성원들의 주관적(감성적) 재량에 따른 편차로 인해 조율되지 못함으로써
결과간 상이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ㆍ

- 새로운 시스템 설계 도입의 필요성을 둘러싼 검토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
에서 비롯되므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 해결(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Ⅱ. 심판기능과 관련하여

ㆍ

ㆍ

○ 심판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기각 각하된 사건이 인정(전부인정 일부인정) 받은 사건
의 2배(3배에 이른 경우도 있음)에 이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신청이 남발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신청이 남발되는 현상
을 줄이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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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심판사건 처리내역
연도

처리내역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12,488

1,347

233

2,005

843

4,923

3.317

2014

13,068

1,172

255

2,130

756

5,185

3,570

2013

12,769

1,095

255

1,989

757

4,396

4,277

2012

11,352

1,040

209

1,993

614

3,589

3,907

2011

11,418

967

149

2,601

620

3,438

3,643

2010

11,667

1,018

227

2,605

1,112

3,790

2,915

2009

10,714

1,069

187

1,995

667

4,072

2,724

2008

10,004

1,116

218

1,953

504

3,927

2.286

2007

8,028

1,030

249

1,812

357

3,360

1,220

2006

7,378

1,084

222

2,186

431

3,205

250

2005

6,703

1,188

95

1,650

284

3,141

345

2004

6,221

1,134

72

1,423

306

3,072

214

2003

5,709

1,049

68

1,359

288

2,743

202

2002

6,987

1,279

88

1,704

997

2,805

114

2001

6,892

1,279

71

1,455

552

3,467

98

* 2011년 이후부터 공정대표의무 위반사건 포함
- 노동위원회의 누적된 판정사례들에서 당사자 적격 및 구제이익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건접수 및 조사단계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도 신청인
을 의식해 이후 통상의 심문회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므로 단독심판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 2007년을 기점으로 화해 건수에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화해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영향 때문일 것이다. 당초 관계 당사자 쌍방
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촉진되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
대한 대로의 긍정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노사로부터의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내실화 측면에서 과연 그러한 평가가 타당한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없는지 검토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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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4 및 제84조,「근로기준법」제30

ㆍ명령

조에 따른 판정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금전보상제도와 동일하게 화해의 실질이 신청인인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점
에서는 오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화해 의사 확인 과정의 적정성(예 : 화
해의사 확인 시점)과 합리성에 대한 사후적 부정적 평판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
다.
-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청인인 근로자의 화해 의사를 기준으로 한 과도한 화해
권고는 지양하여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사용자의 소송 제기율에 비해 승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근로자
의 소송제기율에 비해 승소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위원회 판정의 근로자 편향성
에 대한 사용자의 문제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 제고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표 2> 행정소송 현황
연도

소송제기

중노위 판정 및

패소

중재사건(소송대상)

계

근로자 제기

사용자제기

계

근로자 승소

사용자 승소

2015

1,388

415

186

299

66

26

40

2014

1,304

384

211

173

59

16

43

2013

1,463

443

224

219

41

20

21

2012

1,023

352

181

171

58

19

39

2011

1,669

457

264

194

46

19

27

2010

1.013

321

202

119

57

2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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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정기능과 관련하여

ㆍ

○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최대한 당사자간 교섭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발생된 노동쟁의의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본래적 기능과 함께 노사가 평화로운 자율적 해결에 이를 수 있
도록 인식 개선을 촉진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높여줌으로써 반복적인 노동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 그럼에도 조정신청건수에 따른 조정성립률 격차 뿐만 아니라 신청건수 차이가 미미함
에도 시기적으로 조정성립률 편차가 10%p 이상 나타나고 있어 조정 불성립에 이른 노
동쟁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조정역량 차이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서 원인별 대응방안 마련으로 조정절차의 형해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
야 한다.
<그림 1> 조정신청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 조정신청 전 노사간 교섭상황에 대한 면밀한 실체적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교섭이
양 당사자간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조정절차
개시 여부가 판단되어져야 한다.
- 특히 당사자간 교섭 진척 상황과 무관하게 이미 사전에 결정된 일정에 따라 쟁의행
위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신청으로서 조정 자체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경
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사자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조정의 실효
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예 :

ㆍ

조정신청각하제도)을 해서라도 당사자간 평화로운 노동쟁의 상태의 해소를 지원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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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함으로써 노동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

ㆍ

ㆍ

ㆍ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노사간 해석 적용

ㆍ이행 등을 둘러싼 권리분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항이 조정신청 전 교
섭과정에서 다루어진 비중에 대해서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더 이상 교

섭이 불가능하게 된 가려지거나 숨어있는 주된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
개시 여부까지도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조정안 제시와 관련해서는 수락 가능성 여부, 향후 자율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성 확인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다. 자칫 조
정안이 거부될 경우 사후교섭단계에서의 당사자간 균형성 유지와 합리적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인식과 교섭행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결코 간과되
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당사자의 제시안에 대한 합리성과 적정성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중간 수준의 조정안 제시는 지양하고, 향후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재고해야 한다.

Ⅳ. 차별시정 및 복수노조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이유로 그동안 차별시정
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이 2012년 이후 매년 이루어졌는데, 사건처리 현황에서 알 수

ㆍ ㆍ

있듯이 기각 각하 취하되는 경우가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이은 법제도 개선의
정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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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차별시정 사건 처리 현황
처리내역
연도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계

전부시정

일부시정

기각

각하

127
161
99
78
88
152
95
1,948
145

19
4
8
3
37
3
0
35
31

18
2
815
4
4
21
18
6
24

27
33
13
13
8
26
5
577
15

3
10
6
14
4
55
10
81
1

조정성
립
6
11
20
17
20
19
11
477
1

중재결정

취하

0
0
0
0
0
2
0
0
0

54
101
37
27
15
26
51
772
73

- 특히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의식해 합리성, 적정성, 일관성이 결여된 과도한
시정결정이 반복되거나, 시정결정 사건들간 판단의 편차가 확대되는 사태가 발생된다
면 노동분쟁해결시스템으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통상적인 심판사건에 비해 당사자간 인식과 이해의 간극(격차)이 상대적으로 커서
결정 결과에 더 큰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들의 결정 수용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담당(처리) 관계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 인프라 확
충이 있어야 한다.
- 또한 우리 산업현장의 상황과 여건이 현행 차별시정제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측
면이 있는지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현실적합성 측면에서 제도와 현실간 괴리
를 좁혀 나가는 다각적인 현장 당사자의 노력이 오히려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복수노조 관련 업무 중 교섭요구사실 공고, 교섭대표노조 결정은 정형화된 체계를 가지
고 있어서 현장노사의 제도 인식 및 이해에 필요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당사자간 다
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교섭단위 분리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은 노사관
계 환경의 유동성에 따라서 당사자간 다툼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있어서 법규정상 원칙과 구체적 타당성간 조화에 노력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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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부과는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우리 노사관
계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사자들의 사이에 수용도 측면에서 편차가 클 수 있으므
로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실 확
정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명확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지 않을 경우 향후
해당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결
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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