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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ㆍ사용자 관계의 재구성 

서울 학교 학원

법 학 과

김 경 선

누가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와 누구의 근로자인가, 즉 근로자에 한 사용

자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는 노동법 적용의 기초이자 핵심적 과제이

다. 과거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근로자와 사용자관계에서는 노동

법 적용 상이 명확했고, 그 책임의 주체도 명확하 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면서 전형적 근로계약

관계는 줄어들고 새로운 노무제공 계약이 늘면서 고용형태는 매우 다양화해

졌다. 또한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전략이 이러한 추세

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사업주와 위임이나 도급 계약을 맺고 노무를 

상시적으로 공급하고, 그 댓가로 보수를 지급받으며 생활하고, 노무제공에 

한 댓가가 집단적,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등 노동법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이다. 그러나 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일관되게 부정해 오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례별로 다른 입

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최근 88관광개발 사건에서 법원은 골프장 캐디를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 다. 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형벌의 적용까지 받도록 하는 것인데 비해, 노동조합법은 등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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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보를 통해 근로조건의 집단적,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만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강한 사용종속관

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해석이나 입법을 통해 노동법 

적용을 확 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 편의점 점주까지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석을 통해 노동조합법 적용을 확

해가고 있다. 독일, 국,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 입법을 통해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에 한 법적용을 확 하고 있는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공통적으

로 모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근로기준법 적용은 제외하고 노동조합법은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

로 노동법 적용 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일단 해

석론적 접근방식으로 적용 상을 넓혀가도록 일본의 노사관계법전문연구회

와 같은 연구 기구를 두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광범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를 고려

할 때 해석론만으로는 한계가 크므로 입법을 통해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특

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와 법 적용사항을 명기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입법은 노동조합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특례규정을 신설하

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한편 고용형태다양화의 또 하나의 측면은 타인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간접고용의 증가이다. 간접고용의 전형적인 형태는 파견근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퍼져있는 사내하청의 경우도 노무제공이 원청 

근로자의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원청 근로자의 작업과 연계되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노무제공 장소와 시간이 모두 원청 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하

에 놓이게 되어 간접고용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

내하청은 특정 원청 사업주에 해서만 노무를 공급하는 원청전속형 하도급

이 많고, 청소, 경비 같은 주변부 업무 위탁의 경우는 하청업체가 변경되어

도 원청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노무제공의 장기성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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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납품형 도급이나 기한내 일의 완성이라는 프로젝트형 

도급이 아니라 노무의 지속적 제공형태인 사내하청에 해서는 적법 도급이

라 할지라도 일정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010년 현 중공업 판결에서 법원은 원청 사업주에 해 근로계약관계

는 없지만 노동조합법상 지배ㆍ개입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고, 최근 88관광

개발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을 넓게 인정한 합목적적 해석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있어서는 원청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석론을 통한 적용확 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결

국 입법론을 통한 원청사업주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특별법 형식의 사내하청 근로자 보호 법

률안을 제안한다.

주요어: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자 개념, 사용자 책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내하청 근로자, 입법론

학  번: 201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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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노동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자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

가 누가 노동법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즉 누가 개별

적 근로관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보호 상이 되고 법

률이 정한 근로조건 위반 시 누가 그 법적 책임을 지는지, 누가 집단적 근로

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을 

통해 보장되는 노동3권의 권리 주체가 되고, 누가 그를 보장할 책임을 지는

지가 노동법 적용, 해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과거 서면이나 구두에 의한 일 일의 근로관계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 서

는 비교적 이러한 노동법상 권리와 의무 주체인 근로자, 사용자를 규정해 내

기가 용이하 다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규정해 내는 것

은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

약을 맺고 일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상당한 지휘를 받

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맺고,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하는 파견근로자, 소속은 하청사업주에

게 되어 있으나 근무는 도급관계에 있는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원청 소

속 근로자와 혼재되어 일하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현실에서 해고, 

노동조합 활동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겪을 경우 노동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노동법을 적용할 경우 누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빈

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기반한 

근로자, 사용자 개념만을 적용할 경우 당초 법률이 목적1)하고 있는 취지에 

 1) 강성태, “근로자의 개념”, 서울  법학박사학위논문, 1994. 10-11면; 근로자 개념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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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노동법상 사

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태도 방지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관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

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 개념보다 집단적 근로관계에서의 근로

자 개념이 보다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데 학설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2) 

그러나 판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3)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설의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사용종속

성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오랫동안 적용해 왔으며, 파견이나 하도급관계에서

도 일 일 근로계약관계와 같은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를 판단해왔다. 이

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첫 번째 유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개별 

사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기도 하고, 불인정되기도 하는 법률적으로 불완

전한 지위를 유지해 왔으며,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인 파견근로자와 사내하

청 근로자의 경우는 사용사업주나 원청사업주와는 노동법상 법적 권리의무

관계가 전혀 성립할 수 없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노동법상의 모든 보호를 다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법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법 적용결과와 함께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국가가 벌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강행적으로 개입하

여 계약의 내용을 직접 수정ㆍ보완하는 체제를 취하는 근로기준법4)의 강

력한 효과는 법원이 근로자 인정을 보수적으로 해온 데 상당한 향을 미친 

어서 개별 실정법의 목적에 맞게 구체적 합리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미국 연방

법원이 취한 접근 방법으로서,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도 최근 고용, 취업형태의 다양

화 문제에 응하기 위하여 전통적 독일식 종속노동론에 의한 근로자 개념 해석방식

을 벗어나 목적론적 접근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 김유성, ｢노동법Ⅱ(전정판)｣ 법문사, 1998, 52-54면; 임종률, ｢노동법(제13판)｣, 박 사, 

2015, 35-40면; 김형배, ｢노동법(제24판)｣, 박 사, 2015, 797-799면; 이병태, ｢최신노동

법｣,(주)중앙경제, 2008, 201-202면, 395-397면;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7, 
834-835면 등.

 3) 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4) 이승욱,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 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

학 제49호, 2014,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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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구직자를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여성노조 판결5)과 실질적 지배설의 입장에서 

원청사업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현 중공업 판결6)이다. 서울

여성노조 판결은 개별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을 고

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이 

달라 근로자 개념도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여 양 법률상의 근로자 개념

의 분리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하 다. 이후 현 중공업 판례는 사내하청 근로

자에 해 하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원청사용자의 노동

법상 책임을 부분적ㆍ병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관계이론을 벗어

났으며 나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지는 근로

계약관계 당사자와는 달리 물을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들은 재직자가 아닌 실업자에 한 판례 또는 부당노

동행위에 국한하여 판단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독자

적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정립될 수 있는가에 해서는 여전히 논

란이 있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법원은 88관광개발 소속 캐디 근

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인하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 다.7) 이 판결은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노

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분리할 수 있는지에 

한 논쟁을 끝내고 노동조합법의 보호 상인 근로자와 이를 보장할 책임을 

가지는 사용자 지위에 한 새로운 판단의 계기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도 형식적 측면에서 전형적인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

법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던 많은 유형의 근로관계에 해 해당 법

률의 목적에 비추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 다양

 5) 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6) 법원 2010. 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7) 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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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추세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력 제공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고

용형태의 다양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임을 인정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노동3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법을 통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를 상으로 해석론을 통해 해당 법률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기존에

도 보호 필요성은 높으나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사용자 개념 

해석으로 노동법 적용이 완전 배제되고 있던 근로자들을 위해 별도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고 그를 위한 노력들도 많았으나 실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별개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개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새로운 법원 

판례가 나와 해석론을 통한 법 적용확  여지가 더 커지게 되었다. 이 글에

서는 법 해석론을 통한 노동법 적용범위의 확 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

고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과 필요하다면 입법적 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먼저, 현재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가 문제되는 유형들에 한 실태를 분석

한다. 첫째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괄적으로 불리워지는 노무공급자들의 

규모와 운 실태를 현행 법률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

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범주 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는 파견근로자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파견근로는 다면적8) 근로관계 

 8) 기존의 노동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한 근로자에 해 한 사

용자가 응하는 관계와 달리, 직접 계약당사자인 파견사업주와 업무를 직접 지휘ㆍ

감독하는 사용사업주라는 2명의 사용자가 응하는 관계이므로 최근 용어 사용례를 

참고하여 다면적 근로관계로 표현하기로 한다(강성태, “다면적 근로관계와 사업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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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간접고용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파견근

로자의 등장으로 인해 고용형태 다양화가 본격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

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는 원하청 근로관계 중 특히 사내하도급근로자 실태에 해 살펴보도

록 하겠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타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서 파견근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에 따라 파견기간 2년 경과 후에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제조업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사내하청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하청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업무를 수

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경우에 따라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

ㆍ사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더 나아가 파견법상의 사용자 책임마저도 회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 바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실제 원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파견관

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히 많아 이에 한 분석과 노동법 적용문제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노동법의 근로자, 사용자 개념 해석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

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분의 다른 노동관련 법률은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그 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보

고, 노동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축인 집단적 노동관계는 노동조합법을 기본

으로 운 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념 분리가 가져

올 효과가 크므로 두 법률을 중심으로 학설 및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

펴보도록 하겠다. 근로자 개념과 관련한 표적인 법원 판례들을 집중 분

석함으로써 최근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분리한 골프장 

캐디 관련 법원 판결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경위도 함께 검토해 보겠다. 

아울러 동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고용형태 다양화에 미칠 파급효과

도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임”, 노동법연구  제7호, 서울 노동법연구회, 1998;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책임”, 서울 박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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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법상 지위가 문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실질적인 노동법 

적용을 위해 근로자ㆍ사용자 관계에 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분

리가 해석론적 관점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 또한 해석론

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재구성을 위해 다른 나라의 법 

적용사례와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필요한 입법적 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또 한편으로는 사내하청 문제에 해서도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입장이 노동법

의 실질적 적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한 입법 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입법적 안마

련을 위해 사내하청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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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실태 

제1절 총괄

통계청은 매년 봄, 가을에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

사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사내하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을 

통틀어 비전형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비전형 근로자의 숫자는 이에 

한 세부 조사가 시작된 무렵인 2005년9)에 비해서는 20만 명 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용역10)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이 두드러져 보인다. 용역근로자의 증가는 파견근로자에 비해 노동법상 규율

이 없고 활용이 용이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15년 3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역근로자는 657천명으로 전체 비정형근로

자 2,148명의 30.6%를 차지, 2005년 22.6%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들 비전형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11)에 따르면 비전형근로자 중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월 임금총액이 2,575천원으로 임금총액면에서는 가장 높고 그 다

 9) 비전형근로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조사한 것은 2004년부터이나 최초 조사인 관계로 

통계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와 비교하 다.
10) 통계청이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요령서｣에서는 용역근로자를 “용역

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

는 형태”로 설명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용역업체

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 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등)”로 설명되어 있다. 통상 청소, 경비 용역 등 사내하청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조사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와 명백히 구분되기 어렵다고 하겠다. 
11)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는 표본수가 많기 때문에 해당 근로형태별 근로자 수 파악에는 

적합하나 가구조사 방식의 한계상 근로조건에 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

로실태조사 내용이 정확도가 더 높다고 평가되어 동 자료를 통해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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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 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소계 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04.8월 14,584 9,190 5,394 3,597 2,491 1,072 1,948 117 413 711 171 666

‘05.8월 14,968 9,486 5,483 3,615 2,728 1,044 1,907 118 431 633 141 718

‘06.8월 15,351 9,894 5,457 3,626 2,722 1,135 1,933 131 499 617 175 667

‘07.8월 15,882 10,180 5,703 3,546 2,531 1,201 2,208 174 593 635 125 845

‘08.8월 16,104 10,658 5,445 3,288 2,365 1,229 2,137 139 641 595 65 818

‘09.8월 16,479 10,725 5,754 3,507 2,815 1,426 2,283 165 622 637 99 883

‘10.8월 17,048 11,362 5,685 3,281 2,494 1,620 2,289 211 608 590 70 870

‘11.8월 17,510 11,515 5,995 3,442 2,668 1,702 2,427 197 673 614 75 962

‘12.8월 17,734 11,823 5,911 3,403 2,714 1,826 2,286 214 682 545 69 871

‘13.8월 18,240 12,295 5,946 3,431 2,761 1,883 2,215 204 646 545 73 821

‘14.8월 18,776 12,699 6,077 3,508 2,749 2,032 2,112 194 604 524 58 805

‘15.3월 18,799 12,787 6,012 3,417 2,625 2,091 2,148 191 657 502 46 830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표 1> 고용형태별 근로자 규모 (8월 기준)

(단위: 천명)

음이 파견근로자가 월 1,694천원 수준이며 용역근로자가 월 1,486천원으로 

세 가지 근로형태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시간당 임금총액 면에서도 마찬가

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간 편차도 크

며,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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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10.6월 2,316 2,677 1,387 1,664 1,325 657 1,452 1,295 2,111 833 1,256 

‘11.6월 2,413 2,814 1,472 1,778 1,399 681 1,546 1,378 2,170 888 1,355 

‘12.6월 2,511 2,903 1,499 1,811 1,526 697 1,585 1,431 2,212 984 1,376 

‘13.6월 2,621 2,985 1,654 1,996 1,444 714 1,697 1,534 2,700 1,268 1,460 

‘14.6월 2,695 3,151 1,531 2,026 1,534 698 1,694 1,486 2,575 1,221 1,213 

* 월임 총액=정액 여+ 과 여+ 년도연간특별 여/12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 2-1> 고용형태별 종사자 월 임금총액

(단위: 천원)

연도 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10.6월 12,940 14,388 9,149 9,878 7,325 7,052 8,413 6,537 14,386 5,755 8,598 

‘11.6월 13,822 15,289 10,279 10,604 7,923 8,245 9,262 7,524 14,867 6,668 10,110 

‘12.6월 14,798 16,403 10,649 11,076 9,959 9,521 9,540 8,081 11,623 6,916 12,047 

‘13.6월 16,201 17,525 12,675 12,015 9,207 10,802 10,600 8,804 18,608 9,410 12,765 

‘14.6월 16,739 18,426 12,339 11,872 9,910 11,603 10,189 8,792 17,653 9,906 12,589 

* 시간당 임 총액=월임 총액/총근로시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 2-2>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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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오히려 용역근로자가 월 186.4시간으로 가장 많고, 파견근로자

가 173.1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47.3시간으로 나타나 용역근로자의 근

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한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10.6월 185.8 194.4 163.1 183.3 189.7 122.6 174.4 209.5 156.8 151.6 153.1 

‘11.6월 179.7 190.7 153.3 182.7 180.3 111.0 173.6 197.8 158.5 140.2 139.0 

‘12.6월 173.1 184.4 142.9 176.9 166.2 90.9 169.6 187.4 159.0 132.4 117.7 

‘13.6월 167.0 178.0 137.6 175.3 165.7 81.7 166.1 186.1 151.1 133.9 116.1 

‘14.6월 164.8 177.7 131.0 178.0 160.3 76.8 173.1 186.4 147.3 117.4 101.1 

* 총근로시간=소정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 실제 근로한 시간)+ 과근로시간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표 2-3> 총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제2절 고용형태별 실태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즉, 다면적 근로계약관계의 문제인 파견이나 사내하청과 달

리 일 일 계약관계이기는 하나 계약자체가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의 형식

을 띤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이들의 

직종이 매우 다양하며 그 안에서도 근로자성이 강한 경우와 독립사업자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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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경우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서

는 노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개별 사례별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12)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13)인지 여부를 다투어왔다.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도급이나 위임 등의 계약을 기초로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인 또는 자 사업자로서의 외관과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한 사업주

에 해서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가를 얻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은 근로자와 같으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노

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의 형태만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사례별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도 존재하 다. 2000년 이후 이러한 특수형태근

로종사자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면서 노동법의 

전면 적용보다는 이들을 근로자와는 별도의 범주로 두고 별도 입법을 통해 

12) 이승욱 교수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본 공식을 제시한 1994년 판결 이

후 법원은 이 기준에 의하여 유형1(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거의 일관하여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하고 있다”고 한다.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법원

1996.7.30. 선고95누13432 판결), 레미콘기사( 법원 1995.6.30.선고 94도2122판결, 법

원 1997.2.14. 선고 96누1795판결, 법원2003.1.10.선고, 2002다57959판결), 학습지교사

( 법원1996.4.26.선고95다20348 판결), 지입차주( 법원1996. 11.29. 선고 96누11181 판
결, 법원2001.4.13. 선고2000도4901 판결), 보험모집인( 법원 2000. 1.28. 선고98두
9219 판결), 지입중기차주인 기사( 법원 1997. 12.26 선고97누16534 판결, 법원 

1998.5.8. 선고98다6084 판결), 양복점 재봉공( 법원 2001.8.21. 선고2001도2778 판결), 
오토바이퀵서비스 종사자( 법원2004.3.26. 선고2003두13939 판결), 방문판매회사의 판

매 리인( 법원 2002. 7. 12 선고 201도5995 판결),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의 외

부제작요원( 법원 2002. 7.26 선고2000다27671 판결)를 들고 있다. “노동법상 근로자

ㆍ사용자 개념 확 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적 과제”, 노동법학 49호, 한국노동법학회, 
2014. 3. 227면.

1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부정한 사례와 긍정한 사례가 있다. 인정한 사례로는 골

프장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한 판결( 법원 1993. 5. 25 선고90누1731)이 있고, 부
정한 사례로는 레미콘운송차주( 법원 2006. 5. 11 선고2005다20910 판결, 법원 

2006. 6.30 선고2004두4888 판결)와 학습지교사( 법원 2005. 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에 한 판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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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보호를 하자는 제안과 입법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전개되었

다.14) 그러나 실제로 입법화된 것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특례조항15)을 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동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 하여 열거주의 방식으로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인 포함), 레미콘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6개 직종을 들고 

있다.16)

아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파악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총 규모 등을 살펴보고, 그 범주가 너무 넓고 실태가 다양17)하므로 구체적

인 근무여건이나 실태 등은 산재보험법의 6개 직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4) 박지순 외 4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

역보고서, 2014, 212면.
15)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

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

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6)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는 2008년 7월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부터 적용되었으며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2012년 5월 추가 적용되었다. 최
근 리운전기사, 화물트럭 지입기사, 덤프트럭 기사, 텔레마케터, 트레일러 기사, 물
류배송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출모집인 8개 직종을 추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

고 있다.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주에 해당하는 직종에 해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검토되

어 왔는데 2006년 이승욱 교수의 연구에서는 10개 직종, 정인수 외 8명의 연구에서는 

8개 직종, 그리고 2011년 박호환 외 7명의 연구에서는 37개 직종, 2014, 박지순 외 4
명 연구에서는 15개 직종 등 이제까지 검토된 직종은 총 40개에 이른다. 이승욱ㆍ정

인수 외 8명, “특수형태근로 및 관련업종의 실태ㆍ쟁점ㆍ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박호환 외 7명,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실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 박지순 외 4명, 앞의 보고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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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현황은 그 범주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체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도
임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 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소계

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10.8월 17,048 11,362 5,685 3,281 2,494 1,620 2,289 211 608 590 70 870

‘11.8월 17,510 11,515 5,995 3,442 2,668 1,702 2,427 197 673 614 75 962

‘12.8월 17,734 11,823 5,911 3,403 2,714 1,826 2,286 214 682 545 69 871

‘13.8월 18,240 12,295 5,946 3,431 2,761 1,883 2,215 204 646 545 73 821

‘14.8월 18,776 12,699 6,077 3,508 2,749 2,032 2,112 194 604 524 58 805

‘15.3월 18,799 12,787 6,012 3,417 2,625 2,091 2,148 191 657 502 46 830

*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표 3-1> 고용형태별 근로자 규모(8월 기준)

(단위: 천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총 규모는 가장 최근인 2015년 3월 통계를 보면 

502천명으로 2011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별한 원인을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경기 악화 등으로 자 업 형

태로 수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월 임금총액이나 시간당 임금 등은 

파견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보다는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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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종별 현황

가.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는 현재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종으로 

그 규모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직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014년 8월 기준 산재보험 적용현황을 보면 전체 골프장 캐디 종사자는 

25,442명으로 파악되고, 이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골프장 캐디는 1,135명

으로 전체 등록자 비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18) 

연도 등록 종사자
용제외 

종사자

산재보험 용 계 가입

사업장수실 용종사자 용비율

2008 20,034 19,457 577 2.88% 302

2014 25,442 24,307 1,135 4.46% 426

증감비율 27.0% 24.9% 96.7% 41.0%

<표 3-2> 골프장 캐디 현황

*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무조건을 살펴보면 골프장 캐디의 경우 100% 캐디피를 수입원으로 하

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

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19)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의 연평

균 수입은 23,317천원으로 월평균 1,943,080원 수준이다. 캐디피를 지급하는 

방식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캐디에게 지급하는 경우와 고객이 직접 

캐디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캐디 업무는 골프장과 위탁계약방식

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부분의 골프장이 취업규칙과 유사한 형태의 수칙 

또는 규정을 통해 캐디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이다. 

18)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현황｣, 2014.
1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39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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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미콘 기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이란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으로 레미콘을 건설현장에 

운반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여 운 된다. 레미콘은 

공장에서 제조된 후 최  90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제품으로서의 가

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한시적인 제품 특성으로 업권이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로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레미콘은 지역형 산업의 

특성을 가지며 건설공사 발주가 부분 도심 및 인근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도시권에 공장이 집중되어 있다.

레미콘 트럭기사의 고용형태는 크게 ① 레미콘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된 형태, ② 레미콘 트럭은 회사가 소유하고 레미콘회사와 기사간 레미

콘운반도급계약을 맺은 형태, ③ 레미콘트럭을 기사 개인이 소유하고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맺은 형태, ④ 레미콘 물량이 평소보다 많을 

경우 레미콘 회사가 하루 단위로 임 하여 쓰는 형태인 용차의 4가지 형태

로 나누어진다.20) 이 중 직접 고용된 경우는 소수이고 특히 두 번째 형태가 

회사소유 트럭을 운행하므로 전속성 뿐만 아니라 종속성도 높아서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세 번째 유형이 가장 많고 산재보험법이 보호 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유형이다.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등록 수 중 콘크리

트믹서트럭의 총 등록 수는 23,588 이며 이 중 자가용이 2,766 (9%), 

업용이 20,822 (91%)이다.21) 자가용은 레미콘 제조회사가 레미콘트럭을 소

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형태이고, 업용 차량은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레미콘 트럭을 소유하여 제조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는 차주의 형태이므로 

업용 차량 수에 해당하는 20,474명이 도급계약으로 일하면서 특정 레미콘 

회사와 전속성이 큰 종사자들이라 하겠다. 

20) 박호환 외 7명, 앞의보고서, 2011, 75면.
21) 국토교통부 건설기계현황통계, 2015, 국토교통 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 최종방문

일 201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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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들의 보수 등 근무여건은 건설경기, 계절적 특수성, 지역적 편

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조사결과로는 

1회전 당 운반단가는 경기ㆍ인천 지역의 경우 32천원에서 34천원까지 수준

이며, 월평균 85-90회전을 하고 유류보조비 포함 월 평균 수입이 300만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험료, 타이어 교체비, 수리비 등을 제하

면 실제 수입은 월 200만원도 안 된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주장이다.22) 근로

복지공단에 입직 신고된 종사자는 2014년 연말 기준으로 10,860명으로 전체 

업용차량의 52.1%에 불과하며, 적용제외자를 빼고 나면 실제 산재보험에 

가입한 종사자는 3,595명으로 전체 업용차량의 18%에 불과하다.23) 

한편 레미콘기사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상

급단체로 하여 각각 소속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2000년부터 레미콘 기

사들이 모여 건설운송노동조합을 설립하 고 2007년 3월 건설운송노동조합

을 포함하여 다양한 건설산업 노동조합이 통합하여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설

립되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에도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도 노동단체로 

활동하고 있다.24) 

다. 학습지교사

사교육시장의 확 로 학습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데 고용노동부

가 통계청의 2011∼2012년 “산업별ㆍ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가공한 

JOBMAP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는 총 17만 5천명이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8

만 2천 명 정도이다. 따라서 학습지교사 중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9만 4천여 명으로 추정된다.25)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 학습지교사의 전국 입직자수는 59,123명인데 고용노동

부 자료에 따른 숫자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들 입직자 중에서 

22) 박지순 외 4명, 앞의 보고서 206-207면.
23)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현황｣, 2014.
24) 박호환 외 7명, 앞의 보고서 79면.
25) ｢JOB MAP｣, 한국고용정보원,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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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 종사자수는 5,060명으로 약 8.5%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은 적용율

을 보이고 있다.26) 

학습지교사들은 여성이 90%이고 20세 이상 40세 미만 연령 가 90%를 

차지하고 있다.27) 학습지교사의 수입은 담당과목의 종류와 과목 수, 본인의 

업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신입교사의 경우 3개월 내지 6개월

간 실적에 무관하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00만원∼150만원의 수입을 보장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4년 서울시가 연구한 학습지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학습지교사의 급여는 기본급 없이 관리수수료와 성과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관리수수료는 학습지교사가 관리하는 누적 과목 가격에 38%∼

55%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과목당 가격은 3만원이고 교사1인당 

월 120과목 정도를 가르친다, 성과수수료는 관리하는 회원 수의 증가가 있

을 경우 순증과목당 평균 1만원이 지급된다.28)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은 1999년 재능교육에서 단위노조로 처음 설립되었고 

2000년 10월 학습지산업 및 유관업종의 근로자를 조직 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조 형태인 전국 학습지산업노조가 결성되었다. 산하지부로 교지부, 구몬

지부, 재능지부, 웅진지부 등이 있으며 재능지부만이 단체협약 체결 등의 활

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업종에 따라 각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한다. 

2014년 7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는 각각 

135,455명과 164,524명으로 모두 299,979명으로 집계되는데 2012년 332,932

명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2014년 12

26)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현황｣, 2014.
27) 이승욱 외 3명,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6, 73면.
28) 권순원 외 5명, “서울시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 – 서울시 취약근로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연구용역보고서, 2014, 108-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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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기준 입직 등록된 보험설계사 수는 327,909명이며 실 적용자는 27,426

명으로 8.36%의 적용율을 보이고 있다.29) 보험협회와 근로복지공단 등록자 

사이에 차이는 기준 시점 차이도 있으나 등록 후 탈퇴시 근로복지공단에 신

고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실제 등록 현황 로 반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서 위촉계약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위촉계약서상

의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에 한 수수료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다. 보험회사마다 수수료율이나 지급방식이 다르긴 하나 최근 수수

료를 전부 분납의 형태로 지급하는 추세이다. 수당은 위촉수당, 정착수당, 장

기근속수당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해서 자유로운 편이다. 보통 아침 9시에 지점으로 

출근하여 약1시간 또는 1시간 30분 동안 조회에 참여하고 각자 업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겸직 여부에 해서는 회사가 관여하는 부분은 

없으나 실제 겸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업무에 해 회사가 직접

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지만 실적에 해 지점장이나 팀장이 매일 근무

상황을 보고 받으며 업훈련 및 교육을 한다.30)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

은 2014년 기준 생명보험 설계사 294만원, 손해보험 설계사 230만원31)으로 

생명보험 설계사가 약 64만원 정도 많은 실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

서는 보수 수준이 높은 편이다. 

마. 택배기사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현재 택배시장 전체 차량은 3

만 9천 이며 택배차량만큼의 택배기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3만 9천 명 정

29) 손해보험협회 월간 손해보험 통계(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통계

(http://www.klia.or.kr) 최종방문일 2015.11.26;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특례 적용현황｣, 2014.
30) 박지순 외 4명, 앞의 보고서, 153-154면.
31) 2014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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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택배기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택배시장 전체의 업용 택배차량은 

24,002 이고 자가용 택배차량은 15,024 이다.32) 그런데 2014년 12월말 기

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등록된 택배기사는 11,361명에 불과해 중소규모 택

배업체의 신고의무 이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입직등록된 택배기사 중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제외하고 실제 산

재보험이 적용되는 기사는 3,883명으로 34.18%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33)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적용

률을 보이고 있는데 산재 위험이 높은 직종의 특성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

다. 

고용형태별로는 첫째 택배회사에 직접 고용된 경우, 둘째 택배회사와 택배

기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주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셋째 택배업체가 운수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들이 

운수업체 소속의 지입기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중 택

배회사가 운수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고 기사들은 운수업체에 지입계약으로 

취업하는 세 번째 형태가 과거에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변화되어 택배기사의 계약형태가 2012년의 경우 지입차주 65.5%, 개별차주 

34.5% 으나 2013년 말 기준으로 지입차주 29.7%, 개별차주 70.3%로 바뀌

었다34). 이는 정부가 자가용 화물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위해 신규로 13,400  가량을 허가해 주

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규 허가해 준 택배차량

에 해 특정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도록 해 용역계약이긴 하나 전

속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기사로 취업하려면 1톤 탑차와 업용 번호판, 그리고 알선료를 운수

회사에 내야 한다. 10년 이상 중고탑차가 500만원, 알선료가 200만원으로 초

기 투자비만 1천 만 원 납부하게 되며 이 중 업용번호판 비용과 알선료는 

32) 한국통합물류협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 최종방문일 2015. 11. 26.
33)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현황｣, 2014.
34) 박지순 외 4명, 앞의 보고서,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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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해도 회수하지 못한다. 택배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고객들이 내는 운임료

에 해 일정비율로 결정되는데 월 4천 건을 배송할 경우 수수료가 320만원

이고 유류비, 지입료, 보험료 등을 공제할 경우 매월 100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된다. 따라서 처음 3∼6개월은 적자 혹은 100만 원 이하의 순수입을 얻

게 되고 이후 업무가 숙련되면 통상 200만원 내외의 순수입을 얻게 된다. 

택배회사에 직접 고용된 택배기사를 제외하고는 택배기사는 원칙적으로 자

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업무수행과정에 한 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나 부분의 택배회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주

로 고객민원 발생, 송장입력, 지연입금, 친절교육 불참석 등의 경우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물건 분류

작업에서 5시간 안에 출고스캔을 하지 않으면 물건 당 300원을 공제하는 방

식이 있다. 체가능성에 있어서는 체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

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여 배송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차를 써서 

체할 수 있다.35) 회사에 따라서는 노선근무수칙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일종의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퀵서비스 기사

퀵서비스란 주로 단거리의 경량화물을 고객요구에 의하여 유상으로 ‘문전

배송’(door to door)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현재 퀵서비스업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퀵서비스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전속성에 따라 전속기사를 두는 ‘지역퀵’ 방식과 전속성 없는 퀵기사

가 PDA단말기를 통해 공유센터로부터 오더를 받는 ‘광역퀵’ 방식으로 나누

어 질 수 있다. 또 퀵기사의 활동 역에 따라 광역퀵, 준광역퀵, 지역퀵, 개

인퀵으로 나뉘기도 한다.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로 하나의 퀵서

비스업자로부터 의뢰받아 배상업무를 하는”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특정

35) 권순원 외 5명, 앞의 보고서, 144-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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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공유센터로부터 PDA 단말기를 통해 오더를 받고 활

동하는 ‘광역퀵’은 산재보험법 적용 상이 되지 않는다.36) 

퀵서비스업에는 고객, 퀵서비스회사, 퀵기사, 공유관리센터, 프로그램회사 

5개 당사자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일정한 지역을 상으로 하는 개인퀵이 주

를 이루었으나, 업무가 점차 분화되면서 오더수령과 배분이 PDA나 스마트

폰을 이용한 체제로 전환되면서 통합 주문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퀵서비

스 프로그램 회사가 많이 나타났고,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연

합체인 퀵서비스 공유센터가 등장하 다. 공유센터는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퀵서비스 업체들의 잉여 화물오더를 관리하거나 퀵서비스 기사들의 PDA나 

스마트폰에 퀵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퀵서비스 기사는 특정 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직접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센터의 오더를 수령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

한다(공유퀵라이더). 또한 많은 퀵서비스 기사들은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있

더라도 다른 회사에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오더를 받는다. 평균적으로 2∼3개

의 회사에서 배송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2012년 통계청 운수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퀵서비스는 1,163개 업체에 

종사자가 14,807명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2012년 ‘전국퀵서비스운수

사업자협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의 2천 개 퀵서비스 업체, 2만 

5천 명의 퀵서비스 기사를 포함, 전국적으로 약 5천 개 업체와 약15만 명의 

퀵서비스 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기준, 입직 등록된 퀵서비스 기사는 2,712명에 불과하다. 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 2∼3개 업체에 중복 회원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세 퀵서비스업체가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를 누락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퀵서

비스 기사가 2,712명인데 비해 적용 상자는 1,510명으로 적용률이 55.68%

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업무수

36) 박지순 외 4명, 앞의 보고서, 100-101면.
37) 권순원 외 5명, 앞의 보고서, 116-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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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38) 

퀵서비스 기사의 보수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배송료가 기본인데 배송료는 

5천∼6천 원에서 시작하여 1km당 천원 정도의 단가를 적용한다. 보통 하루 

10-15건 정도의 오더를 처리하고 하루 매출액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인데 그 절반정도를 순수입으로 가져간다고 한다. 비용부담은 배송료의 23%

를 수수료로 업체에 납부한다. 그리고 오더를 잡으면 하루 1천원의 정액이 

출퇴근비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납부한다. 출퇴근 수당을 회사가 주지는 못할

망정 돈을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해 불만도 크다. 한국교통연구원

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퀵서비스 기사의 평균 총매출액은 월319만원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지출액 132.74만 원을 제외하면 월 순수입은 평균적으로 

186.32만 원 정도이다.39) 

퀵서비스의 경우 특별한 허가나 인가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시

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시장경쟁으로 인한 운임과 수입 저하가 

가장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두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진입규제는 별

도 법률 제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12년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배송요금 마련, 배송약

관 신고의무, 표준 알선 수수료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퀵서비스기사단체는 현재 사용자측과 비교할 때 매우 세하여 표성

을 갖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다양한 단체들을 아우르는 종사자단체 설립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Ⅱ. 파견근로자

1998년 처음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

다.)은 많은 논란 끝에 탄생한 법률이었다.40) 직접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38) 근로복지공단, 앞의 보고서, 2014.
39) 박지순 외 4명, 앞의 보고서, 104면.
40) 파견법 제정과 관련하여 노동계는 중간착취의 우려로 파견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 하는 입장이었고, 경 계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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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업무상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일정부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

건법상 사용자 책임을 사용사업주가 지도록 법률상 명시41)되어 있는 등 전

형적인 다면적 근로관계 또는 간접고용관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며 고용

관계 다양화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법 제정 당시 파견법은 파견허용직종으로 26개 직종을 지정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도입되었고 2007년에 32개 직종으로 확 되었다. 파견법에서는 

파견직종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명시적으로 제외하 으며 원칙

적으로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허용업무 이외에 출산ㆍ질병ㆍ부

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의 규모는 1998년 법 제정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 으나 2000

년을 기점으로 안정추세로 전환되었다.42) 이후 2012년에 들면서 다시 상당

히 늘고 있다. 즉 1998년 789개소이던 파견업체 수는 2014년 2,468개가 되

었고, 파견근로자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로 1998년 41,545명에 불과하 는데 

2014년 132,148명에 이르게 되었다. 

성하는 입장이었다. 당초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제정안, 직업안

정법 전면개정안와 함께 고용4법으로 파견법 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노동계 반 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되었다가 1998년 IMF 이후 이미 산업현장에 파견사업이 

상당히 퍼져있는 현실을 수용하되, 파견근로자 보호조치가 시급하다는 명분 하에 도

입되었다. 
41)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

55조(주당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주휴 규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
62조(유급휴가의 체), 제63조(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규정) 및 제69조 내지 

제75조(연소자 근로시간, 여성과 연소자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 미만자 

시간외 근로제한, 갱내근로 금지,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허용, 유급수유시간부여)까지

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42) 김승택,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4,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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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견사업체
사용
업체수

견
근로자수

실 업체당 평균
견근로자
평균임허가업체수 실 업체수(%) 견

근로자수
사용
업체수

2014 2,468 1,772(71.8) 15,009 132,148 75 8.8 1,754

2013 2,314 1,663(71.8) 15,587 132,108 79 9.3 1,538

2012 2,087 1,468(70.3) 13,917 120,347 82 9.5 1,517

2011 1,813 1,298(71.5) 12,811 106,601 82 9.9 1,460

2010 1,595 1,145(71.8) 11,333 99,418 87 9.9 1,420

2009 1,419 1,065(75.1) 11,018 83,775 79 10.3 1,366

2008 1,326 995(75.0) 10,835 77,691 78 10.9 1,277

2007 1,208 915(75.7) 10,670 75,020 81 11.7 1,232

2006 1,076 860(79.9) 10,055 66,315 77 11.7 1,168

2005 1,153 890(77.2)  9,056 57,384 64 10.2 1,134

2004 1,061 829(78.1)  8,081 49,589 60 9.7 1,111

2003 1,114 859(77.1)  8,512 53,369 62 9.9 1,104

2002 1,243 901(72.4)  7,784 63,919 71 8.7 1,182

2001 1,257 868(69.0)  7,187 57,763 67 8.3  910

2000 1,357 820(60.0)  7,054 53,029 65 8.6  869

1999 1,244 832(67.0)  6,488 53,218 64 7.8  814

1998  789 564(71.0)  4,302 41,545 74 7.6  829

* 자료 : 고용노동부. 

<표 4-1> 연도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단위: 개소, 명, %, 천원)

사용사업체수도 폭 증가하여 최초 4,302개소이던 것이 2014년에는 

15,009개가 되었다. 파견근로자수와 파견업체수가 비슷하게 증가하다보니 실

제 운 되고 있는 업체(실적업체)를 기준으로 업체당 파견근로자수는 2014년 

75명으로, 1998년 74명과 비교해 볼 때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가 발표하는 파견사업체수와 파견근로자수는 매년 상하반기 파견업체를 통

해 집계하는 행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파견업체만을 상으로 한 

것이며 가구조사방식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파견근로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를 통한 파견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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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파견근로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숫자가 보다 정확하리라

고 보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조사를 통한 파견근로자수자는 다소 감소하

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3월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수는 191천 명으로 

부가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던 2010년 3월의 212천 명에 비해 약 

9.9% 감소하 다. 감소원인에 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앞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비전형 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용역근로자가 

폭 증가43)하 다는 것이 두드러지며 이는 허가업종 제한, 파견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에 한 노동법상 사용자의무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파견보다는 노

동법적 규율이 없는 용역근로자 사용을 사용사업체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아

울러 파견과 용역과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파견이라 볼 

수 있는 용역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4) 파견사업체 규모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체는 소속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곳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다수가 규모가 세하며 소속 근

로자가 없어 실제 운 이 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43) 같은 시기인 2010년 3월 기준 용역근로자는 550천 명이고 2015년 3월 657천 명이므

로 약 19.5% 증가하 다.
44) 실제로 사내하도급이라고 하면서 불법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고용노동

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결과를 보면, 2013년(10-11월)에는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77개소를 상

으로 점검한 결과, 42.9%에 해당하는 119개 사업장에서 2,560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고용토록 시정지시하 고, 2014년(10-12월)
에는 총 210개소를 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

지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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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서울 경기(강원) 부산･경남 구･경북 주･ 라 ･충청

‘14. 하반기
2,468
(100)

953
(38.6)

928(21)
(37.6)

177
(7.2)

126
(5.1)

149
(6.0)

135
(5.5)

‘14. 상반기
2,429
(100)

925
(38.1)

914(18)
(37.6)

183
(7.5)

122
(5.0)

143
(5.9)

142
(5.9)

* 자료 : 고용노동부. 

<표 4-3> 지역별 파견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계 0명 50인미만
50인 ~ 
100인미만

100인 ~
300인미만

300인이상

‘14. 하반기
2,468
(100)

696
(28.2)

1,274
(51.6)

213
(8.6)

201
(8.2)

84
(3.4)

‘14. 상반기
2,429
(100)

700
(28.8)

1,214
(50.0)

222
(9.1)

204
(8.4)

89
(3.7)

* 자료 : 고용노동부. 

<표 4-2> 파견근로자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별로는 파견업체 분포도 서울, 경기지역이 75%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사용사업체도 서울, 경기지역에 90%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겠다. 

구 분 계 서울 경기(강원) 부산･경남 구･경북 주･ 라 ･충청

‘14. 하반기
15,009

(100)

10,307

(68.6)

3,265(32)

(21.8)

508

(3.4)

303

(2.0)

241

(1.6)

385

(2.6)

‘14. 상반기
14,807

(100)

10,029

(67.8)

3,323(26)

(22.4)

537

(3.6)

309

(2.1)

225

(1.5)

384

(2.6)

* 자료 : 고용노동부. 

<표 4-4> 지역별 사용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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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내하청45) 근로자

특정 기업이 업무의 일정부분을 분리하여 타 기업에 맡기고 그에 한 

금을 지불하는 도급방식은 노동법의 역보다는 기업  기업 간의 관계로

서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것이 노동법 역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이른 바 ‘업무수행형 하도급’이 늘어났

기 때문이다. 업무수행형 하도급의 경우는 외부근로자가 원청회사에 투입되

어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일정한 부품 등의 생산을 외부 기

업에 맡김으로써 사실상 해당 부품생산과 부품조달이 외부 근로자에 맡겨지

게 되는 이른바 ‘납품형 하도급’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46) 

납품형 하도급은 하도급 업체가 자체 생산시설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직접 자기 근로자를 지휘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

문에 원청사업주와 하도급 근로자간에 노동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이에 반해 업무수행형 하도급은 전형적인 도급계약과 달리47) 

45) 사내하청보다는 사내하도급이 법률용어로 타당하나 실제 사용되는 것이 사내하청이 

더 빈번하게 사용되며, 법률상 도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아 엄격하게 하

도급이라는 용어보다는 하청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6) 이철수, “판례를 통해 본 사내 하도급의 법적 쟁점”, ｢노동법실무연구｣(김지형 법관 

퇴임 기념논문집), 노동법실무연구회, 2011.
47)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전형적 도급계약의 이념형적 개념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속성상 급부의 결과물

이 구체적으로 분별되고 또한 확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급부를 실현함에 

있어 수급회사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지

휘명령권은 수급회사가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수급회사가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Werkvertragsfähigkeit)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독자적 기업

구조와 경 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노동부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노무관리

상의 독립성과 경 상의 독립성의 지표는 이러한 법리를 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사내하도급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가지는 제한적 의미의 지시권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권으로 기능하는 경

우, 전속적 하청의 경우에서 자주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경 상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도급계약으로서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철수, 
위의 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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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회사 내에 하청근로자가 직접 파견되어 공정이나 업무의 일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작업지시권을 원청회

사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상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한 논쟁의 

상이 되고 있으며 파견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

우도 상당히 있다고 하겠다. 

1. 사내하청 활용규모

사내하청은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뿐 공식적으로는 별도

의 사업체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로는 사내하청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사내하청 현황관련 자료로는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관서 

행정조사를 통해 사내 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원청업체 수, 사내하청 업체 

수, 근로자 규모 등을 파악한 것이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를 분석하여 추산한 자료가 있다. 아울러 노동계에서 특정 산업부문에 해 

노조 표자를 통한 간접 조사방식으로 조사한 것이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에 가깝게 파악된 것으로 보이는 고용노동부 조사자

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48)

2000년  이후 사내하도급과 관련한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면서 고용노

동부에서는 2004년, 2008년, 2010년 세 번에 걸쳐 사내하청 관련 실태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동일한 상이나 조사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어느 정도 추세를 파악하는 데

는 도움이 된다.

48)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2008년 분석 결과와 고용노동부 행정통계를 비교해 

볼 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은 30인 이상 40,399개 사업체(실제 조사 상 

1,745개 사업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현실에 근사) 중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활용하

는 사업체가 5,573개로 약 13.8%이고 근로자수는 31만 2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2008년(사내하청 근로자 367천여 

명), 2010년 조사(사내하청 근로자 326천여 명)에 비해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사내하

도급 활용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적은 수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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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사업체(개소) 근로자(명)

B/A E/A E/B E/C

계 원청(A) 하청(B) 계(C) 원청(D) 하청(E)

계 3,207 238 2,969 646,857 497,337 149,520 12 628 50 23.1

조선 512 9 503 68,826 38,863 29,963 55 3329 59 43.5

자 기 686 42 644 181,657 142,680 38,977 15 928 60 21.5

자동차 272 7 265 85,424 68,961 16,463 37 2351 62 19.3

사무 매
서비스

316 50 266 78,691 62,496 16,195 5 323 60 20.6

철강 211 10 201 55,630 38,653 16,977 20 1697 84 30.5

기계 속 526 39 487 69,506 59,419 10,087 12 258 20 14.5

화학 297 23 274 47,030 34,610 12,420 11 540 45 26.4

기타 387 58 329 60,093 51,655 8,438 5 145 25 14.0

<표 5-1> 사내하청 활용실태 (2004년 고용노동부 조사)

(단위: 개소, 명, %)

가장 먼저 실시한 2004년 조사는 3월에 500인 이상 653개 사업체를 상

으로 이루어졌다. 500인 이상 사업장 중 238개 사업장(조사 사업장의 

36.4%)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조선ㆍ전자ㆍ자동차산업 등에 약 

15만여 명의 사내하도급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표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원사업체당 평균 사내하도급 업체 수는 

12개 으며, 한 원청업체당 전체 사내하도급근로자수는 평균 628명이었다. 

아울러 조사 상으로 선정된 238개 원사업자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90명이

었다. 

결국 사내하도급 활용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원하청 합계)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3.1%로서 네 명 중 한 명 꼴로 사내하도급근로

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의 활

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사업체당 하도급업체수와 하도급근

로자 수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 자동차 > 철강의 순으로 많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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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당 근로자수는 평균 50명이었는데, 철강이 가장 많고(84명) 기계금

속이 가장 적은 것으로(20명) 나타났다. 

이후 2008년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기업을 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따

르면 총 1,763개 사업체 중 사내하청 활용업체는 962개로 전체 사업장의 

54.6%이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367,591명으로 원청사업체 근로자의 21.8%에 

해당한다. 2004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08년에는 조사범위를 확 하 음에

도 사내하청 활용업체의 비중이 2004년의 36.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사내하청 비중이 그 기간 동안 급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사내하청 근로자는 약 367,591명으로 사내하청을 활용

하고 있는 원청사업체 근로자의 21.8%에 이르고 있다.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원청업체의 근로자수는 평균 1,368명으로, 사내하청을 활용하지 않는 

기업의 근로자수 평균 800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개소, 명)

원하청 사업장(개소) 원하청근로자(명)

사업장(F) 근로자 계
원청(A)
(A/F, %)

하청(B) 계(C) 원청(D)
하청(E)
E/C()

하청/ 체
(E/C, %)

합계 1,763 1,956,556 11,675 962(54.6) 10,713 1,682,996 1,315,405 367,591 21.8

조선 13 62,884 824 13(100 811 140,213 62,884 77,329 55.2

자동차 12 107,181 271 12(100) 259 125,070 107,181 17,889 14.3

철강 26 40,306 491 24(92.3 467 68,346 39,586 28,760 42.1

기계ㆍ 속 134 101,318 937 97(72.4) 840 103,215 84,696 18,519 17.9

화학 126 97,669 704 92(73) 612 90,773 73,126 17,647 19.4

기ㆍ 자 174 229,173 1,239 112(64.4) 1,127 217,487 189,973 27,514 12.7

사무ㆍ 매
서비스

908 999,680 4,126 398(43.8) 3,728 671,689 547,731 123,958 18.5

기타 370 318,345 3,083 214(57.8) 2,869 266,203 210,228 55,975 21.0

<표 5-2> 사내하청 활용실태(2008년 고용노동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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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원청사업체당 사내하청 업체 수는 평균 11.1개

으며, 한 개의 원청업체당 전체 사내하청 근로자수는 평균 382명으로 

2004년 628명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이는 조사 상 기업이 500인 이상에

서 300인 이상으로 확 되어 원청사업체 규모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사내하청업체당 소속 근로자는 평균 근로자수는 34명

에 불과하여 1만 개가 넘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존재한다. 이 규모역시 2004

년 50명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이 역시 조사 상 원청업체가 500인에서 300

인으로 줄어든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 사내하청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조선업이고, 사내하청 

활용 사업체의 비중은 조선, 철강, 자동차의 순으로 나타나 2004년의 실태조

사와 비교하여 철강업종이 자동차업종보다 사내하청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원청업체 근로자 비 사내하청 근로자 활용 비중을 보면, 

조선업에서는 원청업체 근로자의 1.2배나 되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철강업도 72.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

무ㆍ판매 서비스업에서도 사내하청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중이 43.8%

에 이르러, 사내하청이 기술적인 특성과 공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

게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010년에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내하청 활용실태

를 조사하 다. 이 조사결과는 통계적 분석기법에 의해 조사된 것이 아니므

로 과거의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의 사내하

청 실태를 상 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2010년 8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상으로 사내하청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9개(41.2%) 사업장에서 사내하

청을 활용하고 있으며, 동 사업장의 원ㆍ하청근로자 1,326천 명 중 사내하청 

근로자는 326천명(24.6%)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할 때, 사내하청

을 활용하는 업체 비중은 54.6%에서 41.2%로 줄어들었고, 사내하청 근로자 

수 절  규모는 36만에서 32만 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원ㆍ하청근로자 중에

서 사내하청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8%에서 24.6%로 증가하 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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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로 살펴보면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경우 조사 상 기업 100%가 사내하

청을 활용하 고, 철강산업은 87.1%, 기계ㆍ금속은 72.4%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결과는 조선과 자동차 기업이 100%, 철강이 92.3%, 화학이 73%

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내하청 근로자 사용비율은 조선이 61.3%, 철강이 

43.7%, 사무ㆍ판매ㆍ서비스가 21.1%로 나타났다. 2008년도 조사결과 조선 

55.2%, 철강 42.1%와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하청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업종

300인이상 

사업장(개소, 명)
원하청 사업장(개소) 원하청근로자(명)

사업장(F) 근로자 계
원청(A)

(A/F, %)
하청(B) 계(C) 원청(D) 하청(E)

하청/ 체

(E/C, %)

합계 1,939 1,823,720 9,328 799(41.2) 8,529 1,326,040 1,000,108 325,932 24.6

조선 14 54,709 1,072 14(100) 1,058 138,748 53,629 85,119 61.3

자동차 14 76,719 231 14(100) 217 92,386 77,311 15,075 16.3

철강 31 38,317 528 27(87.1) 501 65,233 36,721 28,512 43.7

기계

ㆍ 속
116 78,403 818 84(72.4) 734 84,375 67,741 16,634 19.7

화학 127 96,201 610 87(68.5) 523 89,424 72,638 16,786 18.8

기

ㆍ 자
177 248,124 811 106(59.9) 705 219,910 188,983 30,927 14.1

사무ㆍ 매

서비스
830 786,048 3,688 278(33.5) 3,410 450,913 355,577 95,336 21.1

기타 630 445,199 1,570 189(30.0) 1,381 185,051 147,508 37,543 20.3

<표 5-3> 사내하청 활용실태(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

2. 사내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사내하청 근로자의 처우 수준에 한 자료는 2010년 고용노동부의 조사데

이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당시 조사 상 전체 사업장 중 일

부인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규모 사업장인 원청 29개사와 그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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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43개사를 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모든 원ㆍ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으

로 일반화하기 곤란하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현황

먼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에 한 분석자료이다. 원ㆍ하청 근속 2

년차 생산직을 상으로 2009년 1년간 지급받은 금품 총액을 기준으로 조사

하 다. 하청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원청근로자에 비해 급여총액 기준 69.4% 

~ 79.7% 수준으로, 임금총액의 차이는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로 성과급 

성격의 상여금과 특별급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청근로자의 기

본급(90.8%)과 기타수당(99.0%) 및 초과수당(107.0%)은 원청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상여금과 특별급여는 원청근로자에 비해 각각 평균 

42.3%, 39.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74.4%

90.8%

42.3%

99.0%
107.0%

39.7%

0%

20%

40%

60%

80%

100%

120%

급여총액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초과수당 특별급여

<그림 1> 원청 비 하청근로자의 임금수준(5개 업종 평균)

* 자료: 고용노동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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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업종별 수준을 분석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철강산업의 사내하도급근로자 급여총액이 원청근로자 급여

총액의 79.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IT(77.4%), 조선(73.8%), 전자(72.5%), 

자동차(69.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서 주의할 점은 각 산업 원청근로

자와 비교한 급여총액의 비율일 뿐이지 절  금액은 아니라는 점이다.

74.4%

69.4%
72.5% 73.8%

79.7%
77.4%

60%

65%

70%

75%

80%

85%

90%

평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IT

<그림 2> 업종별 원청근로자 비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수준

* 자료: 고용노동부. 2010. 

나.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 등 현황

근로시간은 2009년 12월 기준으로 주휴일, 약정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청근로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182.5시간(100.8%)이고 초과근

로시간은 37.6시간(106.5%)으로 원청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휴일ㆍ휴가

를 살펴보면, 하청근로자의 약정 휴일ㆍ휴가는 평균 16일로 원청근로자 27

일에 비하여 5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동차업종의 경우는 

16.3일로 원청 19.4일에 비하여 84.0% 수준으로 다른 업종보다 높은 편이었

다. 한편 하청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3년 4월로 원청근로자 12년 2월에 

비하여 상당히 짧았으며, 철강업종의 경우 근속기간이 5년 4월로 다른 업종

에 비하여 상 적으로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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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106.5%

59.2%

27.6%

0%

20%

40%

60%

80%

100%

120%

소정근로(월) 초과근로(월) 약정휴가·휴일 평균근속년수

<그림 3> 원청 비 하청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가ㆍ휴일수준

(5개 업종 평균)

* 자료: 고용노동부. 2010

업종별로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비교하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100.8% 103.9% 99.3% 100.0% 100.8% 100.2%106.5%
115.5%

141.0%

78.1%

117.1%

68.6%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평균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IT

소정근로시간(월) 초과근로시간(월)

<그림 4> 업종별 원청근로자 비 사내하도급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자료: 고용노동부. 2010. 

원청근로자 비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보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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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이 103.9%로 다소 높으며, 이어서 철강(100.8%), IT(100.2%), 조선

(100%), 전자(9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월 소정 근

로시간을 원청근로자와 비교할 때, 자동차와 철강 및 IT가 다소 높으며, 전

자산업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과근로시간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자업종이 141%로 가장 높으

며, 이어서 철강(117.1%), 자동차(115.5%), 조선(78.1%), IT(6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월 초과근로시간을 원청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전자, 철강, 자동차업종은 상 적으로 높으며, 조선과 IT업종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복지 현황

고용노동부는 원ㆍ하청간의 복지수준 비교를 위하여 사회보험, 복지후생시

설 이용, 학자금, 주택구입자금 지원, 연금ㆍ보험ㆍ의료비 등 지원, 하계휴가

비, 명절 귀향여비, 장기근속자 포상, 사내복지기금 운  등 9개 항목을 조

사하 다. 먼저 사회보험은 하청업체 243개사 모두 가입되어 있으며, 복지후

생시설은 부분 원ㆍ하청업체간 공동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당ㆍ통근버

스 등 소요비용은 각각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는 별도이용 사례도 

있었다. 

학자금, 주택자금, 연금ㆍ보험ㆍ의료비 등은 원ㆍ하청업체 간 지원여부와 

지원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 다. 학자금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원

청 27개사(93%) 으나, 하청회사는 76개사(31%)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원

청회사는 중ㆍ고ㆍ 학생 전액지원이 23개사(79.3%)로 많았으나, 하청은 중

ㆍ고ㆍ 학생 전액지원이 26개사(10.7%)로 지원수준이 낮았다. 또한 주택자

금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원청이 25개사(86.2%) 고, 하청이 16개

사(6.5%) 다. 개인연금ㆍ단체보험ㆍ의료비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원청이 23개사(79.3%) 고, 하청이 73개사(30.0%) 다.

하계휴가비는 원청이 19개사(65.5%) 하청이 122개사(50.2%) 으며,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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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여비는 원청이 15개사(51.7%) 하청이 117개사(48.1%)로 큰 차이가 없

었다. 장기근속자 포상제도는 원청이 26개사(89.6%)로 높은 반면에, 하청은 

57개사(23.4%)로 하청의 지원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사내복지기금 운 은 

원청이 16개사(55.1%) 으나 하청은 철강업종 2개사(0.85%)에 불과했다.

Ⅳ. 최근 파견 및 사내하청 현황

파견 및 사내하청으로 표되는 비전형근로 노동시장의 최근 현황을 살펴

보면, 이 분야에서도 소수의 규모 인력종합서비스업, 즉 파견업, 청소ㆍ경

비 등 용역도급, 헤드헌팅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들이 급격히 성

장하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 소규모 세 파견업체들이 난립하는 일종의 양

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형업체의 경우 근로자파견과 흔히 용역이라 

불리는 노무 도급을 동시에 운 하고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인 업체가 42개49)나 된다. 연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업체가 15개나 되

고 업종도 생산ㆍ제조, 청소, 경비 등 시설관리, 텔레마케터나 콜센터 등 컨

택센터, 물류ㆍ유통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업 역을 확장하고 있다.50) 

반면에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력파견을 담당하고 있는 세 업

49) 고용노동부, “주요 인력종합서비스업체 현황”, 2014. 12.
50) 표적인 업체로서 케이텍맨파워(주)는 근로자수 10,020명으로 파견 3,000명, 도급 

7,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류, 의료, 콜센터, 시설관리, 안내ㆍ접수 등 다양한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니엘은 근로자수가 

6,750여 명으로 인력파견, 도급, 헤드헌팅 사업 뿐 아니라 제 군인전직 지원 등 정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으며 제니엘시스템(특송, 물류), 제니엘휴먼(인재파견, 여행), 
제니엘이노베이션(콜센터, 리서치, 운전ㆍ일일수행기사ㆍ렌터카등 자동차관련, 급여업

무 행), 제니엘맥(통신, 유통), 제니엘메디컬(의료, 간병), 제니엘이엔지(제조: 포장ㆍ재

단등), 제니엘텍(제조: 자동차 차체ㆍ도장ㆍ조립, 항공사 부품제작), COZ(H컨설팅, 헤드

헌팅)으로 계열사로 분화되어 있다. ㈜삼구아이앤씨 역시 근로자수가 6,650여 명이며 

부동산(임 차관리, 투자관리), 건물관리(미화, 시설, 조경), 업무처리(생산ㆍ제조, 유통, 
공항기내식, 안내ㆍ판매), 골프장운 (클럽하우스, 단체급식, 구내식당), 경비ㆍ보안(경
비원 교육, 공항ㆍ특수경비), 실버케어를 담당하는 전문 계열사로 분화되어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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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도 난립하여 편법ㆍ탈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표적으로 반월시화공단이 소재하고 있어 소규모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안

산ㆍ시흥지역의 경우 2013년 해당 지역에 한 심층조사결과51) 파견업 허가

업체가 약 245개, 그리고 동일한 규모의 무허가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52) 

안산ㆍ시흥지역 파견근로자들의 평균 사유는 일시적ㆍ간헐적 사유가 97%

이며, 평균 파견기간은 3개월 미만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하면 96%까지 높아진다. 이는 반월시화공단 내 부분이 제조업이

고 제조업은 파견법상 금지업종이기 때문에 일시ㆍ간헐적 이유로밖에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업체 간 근로자 돌

려쓰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제조업에 파견근로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용역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았고, 파견업체 중 신

속하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37.6%로 임금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29.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들이 파견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임금은 조금 낮더라도 구직기간을 최소화하는 수단으로 활용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안산ㆍ시흥지역의 경우 특이한 것은 정규직의 경우도 임금수준이 

51) 고용노동부가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2013. 12월 안산시흥지역 171개 사업체를 

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사업체 인사담당자에 한 서면 조사 및 파견근로자, 파견사

업체, 사용사업체 담당자에 한 FGI 실시.
52) 무허가 업체현황은 안산ㆍ시흥지역의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임원, 파견업체 담당자에 

한 FGI 결과로 추정한 것이며, 당초 고용노동부의 파견업체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안산ㆍ시흥지역의 파견사업체 수는 전국의 약 10%, 파견근로자의 수는 

전국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산 지역 전체 근로자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약 

4.3%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약 1% 와 비교해보면 안산ㆍ시흥지역은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2013년의 FGI 조사결과를 보면 그마저도 과소 추계된 것으로 보이며 무허

가업체가 허가업체만큼 존재한다고 보면 파견근로자 비중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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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에 비해 30-50만원 낮은 수준으로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데 실

제로 파견업체가 보내는 파견근로자를 내국인이라면 사용업체에서는 3개월

의 시용기간을 거쳐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

나 비록 정규직으로 채용되더라도 2년 이내 퇴직하는 확률이 90%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고 잔업을 많이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총액임금이 높은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정

규직 전환에 한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53) 또한 경

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 실업급여 수령기간, 불법체류자 신분 등으로 공식

적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기도 한다. 안산ㆍ시흥지역 실태

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제조업임에도 단기간 

파견의 반복으로 상시적 파견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용업체가 인사결정에 간여하는 문제, 원청 정규직과 혼재작업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절 특징과 문제점

이제까지 살펴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실태

를 정리해 보면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무제공방식은 직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부분이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수준은 보험설계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200만원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1998년 직후 급속도로 그 규모가 증가하다가 2010년 

53) 이번 실태조사시 파견사업체, 사용사업체 담당자 인터뷰 결과 안산ㆍ시흥지역 파견근

로자들의 부분이 여러 파견업체에 등록해놓고 어느 사업장에서 일감이 많아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특히 

조선족의 경우 시급 차이가 조금 난다거나 잔업을 좀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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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에는 19만 명 수준으로 다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파견사업의 경우는 최근 사업실태를 보면 형 인력

파견 및 아웃소싱 업체의 비중이 커지는 한편 경기도 안산ㆍ시흥지역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세, 무허가 업체도 난립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소규모 파견업체의 경우는 실체에 있어서는 파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직업소개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상 용역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내하청은 그 

규모가 2015년 657천명으로 2014년에 비해 5만 명 가까이 늘어나서 최근 

줄어든 파견근로자 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 자동차, 철강, 판매ㆍ서비

스 등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전체 근로자 중 사내하청 근로자 

비중이 2010년 기준 24.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은 더 길고 초과근

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액은 원청근로자의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률적 응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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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노동법하에서의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변화 

노동법의 범주에 속하는 법률 중 근로자의 개념에 해 별도의 정의규정

을 가지고 있는 표적인 법률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다. ｢남녀고용평

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도 근로자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

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차별화하는 별도의 범주를 규정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모집ㆍ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금지를 위해 근로자의 범

주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추가하는 정도54)이므로 근로자 개념에 한 

분석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들이 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 로 따르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이 결국 전체 개별적 근로관계 

법률의 적용범주를 의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조합법상에는 별도

의 근로자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유사하나 일정한 

용어의 차이가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해서는 학설과 판례상 많은 논의가 존재해 왔

다. 

그런데 근로자 개념의 문제도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와 근로자임은 분명하나 누구의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 구분이 

된다고 하겠다. 즉 앞에서 살펴본 고용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나타난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파견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근로자인지, 독립사업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집중적

인 검토 상이 근로자의 개념 징표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된다. 

반면 파견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근로자성은 명

백하나 누구의 근로자인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지는 것이 

5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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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 즉 파견사업주 

또는 하청 사업주의 노무관리의 독립성이나 사업경 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형을 구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인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해온 판례와 학설을 연혁적으로 분

석해 보고, 다음은 일 일 근로관계가 아닌 다면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누구

의 근로자인지, 즉 누가 사용자인지, 사용자 책임이 분산될 수 있는지 등을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한다. 

제1절 누가 근로자인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

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의 핵심적 요소로서 ‘임금’, ‘근로의 제공’, ‘사업이나 사업장’

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가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고 직접 규정55)하고 있다. 근로의 제공이라 할 때 근로는 독립적 노동이 아

니라 종속적 노동을 의미하며 이것이 근로자 개념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겠

다.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그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실업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56) 

55)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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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률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있어서 개념 요소로서 사업ㆍ

사업장, 임금, 근로의 제공을 들고 있으며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근로는 

독립적 노동이 아니라 종속적 노동을 의미한다고 보고 노동의 종속성을 근

로자 개념의 핵심요소로 들고 있다. 김형배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

념의 징표로서 종속성을 들고 있으며 이때 종속성은 교섭력의 불평등,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상이 근로자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이 등한 당사자 간 계약이 아니라 교섭력의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이므로 종속성에는 교섭력 불평등도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인적 종속성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그의 인신과 분리하여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직 내에 편입되어 

노동분업적으로 짜여진 생산과정의 틀 속에서 사용자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경제적 종속성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 전부

를 사용자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그와 같은 취업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다

른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서게 되는 것

으로 본다.57)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한 정의와 개

념 징표가 어떻게 정립되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이 어떠한 법리를 통해 인정, 또는 인정되지 않

았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판례

가. 구체적, 개별적 지휘ㆍ감독을 기준으로 한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 구체적인 개념 징표를 제시하고 있는 

56) 임종률, 앞의 책, 33-34면. 
57) 김형배, 앞의 책, 39-42면.



- 44 -

것이 1994년 법원 판례58)이다. 각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독립된 사업

자 던 원고들이 공사 하도급관계에 있던 원청회사를 상 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

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

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

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

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

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

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행케 하는 등 업무의 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

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

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동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들은 공사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사의 공정이 20, 40, 60, 80% 진척되었을 때와 

공사 완료시에 노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정 만료에 따라 보수채권을 

취득하 으며 각자가 도급받은 공사에 개별적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고 각

자가 별도로 고용한 근로자를 원고들이 지휘ㆍ감독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볼 때 비록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지급받았고, 매일 작업보고를 하

으며, 산재보험에 가입해 준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

니며 수령할 보수 역시 공사도급계약상의 보수이지 근로 자체의 가로서 

58) 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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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은 임금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 다.

동 판결 이후 근로자성 판단에 해서는 법원은 일관되게 이 판결이 제

시한 기준, 즉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 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이 부정되었다. 

(1) 골프장 캐디

동 판결 이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법원 1996. 7. 30. 선고 95

누13432 판결을 들 수 있다. 경기 진행 도중 사망한 캐디의 산재 인정문제

를 다룬 동 판결에서 법원은 ①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이 내장객에 

하여 당연히 제공하는 용역제공이 아니어서 골프장 시설운 에 필수불가

결한 것이 아니며 ② 경기보조업무 수행 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

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

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③ 내장객에 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등을 근

거로 하여 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원심

을 파기하 다. 동 판결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한 근거로 이 밖에도 노무공

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내장객 감소로 인해 용역을 제공할 수 없더라도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 미납

부, 업무수행 해태 시에도 순번이 끝으로 배정되는 것 외에 불이익이 없으며 

달리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 판단에 한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 계약의 형식에 관

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근

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이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

으며, 입직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힘의 균형관계를 고려할 때, 근로계약

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본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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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주지 않은 점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업무수행 해태 시 

순번 배정 조정 외에 달리 징계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순번 배정이 실제 

근로자의 수입과 직결된다는 면에서 볼 때 다른 징계보다 오히려 그 효과가 

커서 징계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근거들보다는 핵심은 캐디의 업무수행에 사용자

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느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법

원의 1994년 판결을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경우에 따라 캐디의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했던 하급심판결이 동 판결 이후에는 일

관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어 해당 판결이 캐디의 근로자

성 판단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59)

(2) 레미콘 기사

레미콘 기사에 해서도 법원은 1994년 판례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 다.60) 즉, 부당해고를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로부터 차량을 불하받고 운반계약서를 맺어 특정 회사의 레미콘을 운반

해 온 레미콘 기사에 하여 회사와 맺은 협약서상 지시불응시 회사의 조치 

근거가 있고 회사 승인없이 타 회사 레미콘 운반하 다가 2일간 운행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는 점, 월간 운반량을 기록하 다가 매월 일정일에 급여명세

서와 함께 보수가 지급되는 등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트럭 불하 자체

가 근로자 요구에 의한 점, 결근이나 조퇴시 본인이 선정한 임시운전사로 하

59) 동 판결 이후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행정법

원 2001. 8. 21. 선고 2000구30598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11. 2. 선고 2001구2007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 17. 선고 2001구199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2. 7. 선
고 2001구3301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 10. 선고 2002구합20886 판결 등이 있다.

60) 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법원 1997. 2. 14 선고96누1795 판결, 법

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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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신 운행할 수 있었던 점, 지입료, 각종 보험료, 유류  등 트럭 운행

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한 점, 도급 단가가 차량을 불하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상이하게 결정된 점 등을 이유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독립 자 업자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판단하 다.61) 

(3) 학습지교사

학습지교사에 해서도 1994년 법원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62) 해당 판례에서는 학습지교사는 신규 

회원 입회관련 상담, 학습지 회원 학생의 학습 진행 관련 교육상담ㆍ학습교

재 전달 등의 회원 유지ㆍ관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국에서 조

회나 교육을 통하여 위탁업무 실적향상을 위한 독려를 받고 있으나 업무 수

행 방법이나 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

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근로 시간이나 내용과 관계없이 

오직 신규회원의 증가나 회비 등록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받는 수수료가 결

정되고 있어 이를 근로제공의 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4)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를 상 로 부당해고를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1994년 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 다.63) 법원은 판결에서 회사의 다른 직

원은 고정급의 임금을 받는데 반해, 보험모집인은 보험실적에 따라 월 4만원

에서 15만원의 기본수당, 모집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고 이에 해 사업소

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보험모집 업무를 각자 책임으로 행할 뿐 회사로부터 

다른 근무지시를 받지 않으며, 비록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회, 석회 

61) 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62) 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63) 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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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참가하여 보험상품에 한 교육을 받고, 보험계약 실적을 확인받았는

데 이에 불참하더라도 보험실적이 좋은 한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하 다. 

이 밖에도 지입중기차주인 기사,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회사의 

판매 리인, 유흥업체 접 부, 양복점 재봉공, 한국방송공사 드라마 제작국에

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부제작요인 등에 해서도 사용자에 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을 모두 부정하 다.

반면에 이사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에 해서는 해당 근

로자가 한 달에 15일 이상 사용자 회사에 고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다

른 근로자로 체할 수가 없고, 이사짐 운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간과 장

소를 지시받고 일을 하므로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 점, 비품

이나 원자재 모두 이사짐 센터 소유인 점, 비수기나 일이 빌 경우 다른 이삿

짐센터에서 일을 하기도 하 으나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는 등 전속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예도 있다.64) 

나.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기준 완화 및 적용사례 

1994년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2006년 법원 

판례를 통해 다소 변화하게 된다.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사용자의 지휘ㆍ감

독에 있어서 기존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 “상당한 지휘ㆍ감독”

으로 바뀐 것이다.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해당 사

건65)에서 법원은 다음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학원강사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

다. 즉 학원강사가 비록 학원과 강의 용역계약을 맺고 부가가치세법상 사

업자 등록을 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 으며 사업소득세를 내어 오기는 

64) 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65) 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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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수강생들을 상으로 하는 강의 외에도 교직원 조례 참석, 수강생 아

침 자습과 방송수업 감독, 모의고사 시험감독, 수강생 결석ㆍ지각 시 학부모 

통보, 상담 등 학원이 그때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

으며, 하루 4-5시간, 1개월에 100-110시간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의가 없

는 자유시간도 부분 다음 강의 준비, 교재연구 등에 시간을 쓰므로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 다. 법원은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시간당 일정

액에 정해진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

합 고려하 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존

의 1994년 기준과 거의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 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

찬가지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 “상당한 지휘ㆍ감독”으로 변경되

었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 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

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떄문에, 그러한 점들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종합적인 고려를 하되 급여지급 방식이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은 핵심적 요소가 아닌 부가적 요소로 간주하 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 방식

이나 업무수행 방식의 다양화 등이 확산되면서 전형적인 근로자가 아니나 

그 보호 필요성이 큰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벗어나

기 위해 판례가 명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일부러 피해나가고자 보수 지급이

나 사회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들이 늘어나는데 해 상당히 효과적인 

제어로 작용하게 되었다.  

1994년 판례와 2006년 판례나 모두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를 제공하 는지 여부로 결정된다고 보고, 종속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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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의 동일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1994년 2006년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
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좌 동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
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
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
되는지 여부

좌 동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행케 하는 등 업무 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위할 
수 있는지 여부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
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
성의 유무와 정도

좌 동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개념 징표에 포함되나, 기본급이나 고정급
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
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
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
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 

2006년의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근로자와 독립 자 업자와의 구분을 보다 

정치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독립 자 업자로 인정되는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와 독립자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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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간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

가 더 많아졌고 실제로 이 판례 이후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가 많이 생겼다.

그 예로서 카드회사에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

보상금 지급 청구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비록 채권추심원이 회수한 채권

액에 따라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는 하 으나 매일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 고 회사 정규직 직원이 주관하는 조회 참석, 교육 등

을 받고 목표달성 독려 등을 받아 온 것을 볼 때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

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하 다.66) 또한 자기 소유 버스를 학원 명의로 등록하고 매월 기본급에 시

간외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으며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인 정기 휴

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학원 버스를 운행해온 기사에게 운행업무 수행과정

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을 인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

직금 지급 상임을 인정하 다.67) 이밖에 한전으로부터 검침 업무를 도급받

은 검침 회사와 검침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해온 검침원들에 해 회사

가 제공한 PDA 단말기를 가지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담당구역의 검침업무와 

고객상담 업무 등을 해 온 점을 들어 업무수행과정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 고,68) 의류제조업체에서 봉

제업무만 위탁받아 일한 봉제사들에 해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의류제조과정

의 핵심단계인 업무를 담당하고 야근 여부도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

다.69)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차운전도급 계약을 맺고 회사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를 해온 운송기사에 해 비록 기본급 

없이 운송물량에 따라 정산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기는 하 으나 운행일지 

작성, 제3자로의 체금지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

66) 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67) 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68) 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45 판결.
69) 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 52 -

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도 있다.70) 

이러한 판례의 변화를 볼 때 2006년 법원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그 이전보다 명확하게 확 되었다고 하겠다. 

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1.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의 차이가 있는가에 

해서는 노동조합법이 임금에 국한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수입”까지 포괄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라는 제한도 없으므로 노동

조합법상 근로자 개념7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포괄적이라는 데

는 체로 학설이 일치하며, 가장 큰 차이로 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72) 그

런데 실업자를 제외한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종속성의 기준

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동일한지에 해서는 과거 판례도 이를 명확

히 판시하지도 않았고 학설도 부분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

다.73) 

70) 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그런데 동 판결은 기존 레미콘 지입차주

에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례와 비교할 때 적용기준 변화로 인한 

것보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그로 

인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1)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72) 김유성, 앞의 책, 54면; 임종률, 앞의 책, 35면, 김형배, 앞의 책, 797면.
73) 이승욱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설이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즉 실업자가 아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의 사용종속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 학설 중 최소

한 취업관계에 관한 한 명시적으로 양자의 개념이 동일하고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이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이병태 교수의 견해도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노동법

상 근로자ㆍ사용자 개념 확 를 둘러싼 쟁점과 입법과제”, ｢노동법학｣ 제49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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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기준법과 독립된 노동조합법 근로자 기념 징표에 한 명확한 

제시가 부족한 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 사이에 개념에 있어서 단순히 

실업자 포함여부를 떠나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학설이 부분이

라고 판단된다. 김유성 교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의 주체, 즉 노동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라고 보고 고용형태 다양화 

및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등장을 감안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

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근로자성 판단에서의 탄력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보았다.74)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적 종속을 중시하는 개념이

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경제적 종속을 중시하는 개념”75)이라거나, 집단

적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개념은 “노동조합법이 설정하고 있는 여러 제

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개별적 근로계약법

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76)라고 하여 집단적 근

로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구분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련해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77)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승욱 교

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입법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근로

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국가가 후견적인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

여 계약내용을 시정하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에 해서는 벌칙에 의해 

234면)
74) 김유성, 앞의 책, 53-54면.
75) 임종률, 앞의 책, 35면.
76) 김형배, 앞의 책, 912면.
77) 김지형, ｢근로기준법해설｣, 청림출판, 2002,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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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에 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의 정당화

가 요청되므로 그 정도의 근로자의 종속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형성에 있어서 교섭력의 불

균형을 단체교섭 등 당사자 사이의 자치적인 집단적 교섭을 통하여 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집단적 사적 자치에 의하여 노사당사자가 개별

적 사적 자치의 불합리한 결과를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인적 적용 상을 반드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범위로 제한할 필

요가 없다고 보았다.78) 

박수근 교수는 헌법상 각각의 근로자 개념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률인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라는 법체계상으로 보나 법적용론으로 보나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동일할 수 없으며, 이를 동

일하게 적용할 경우 헌법상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 간에 너무 많은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79)

강성태 교수 역시 근로자 개념의 해석은 해당 법의 목적과 해당 정의 규

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단결권 등의 

보호가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해석을 

광범위하게 파악하는 입장에서 해석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

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의미를 

살려 근로기준법에 준할 정도로 단결권 등의 보호가 필요한 노무공급자를 

78) 이승욱, 앞의 논문, 234-236면. 이승욱 교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사이에 이러

한 차이는 있으나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인적 종속관계가 전혀 배제

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그 이유로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행

위가 노동조합법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단순히 경

제적으로 취약한 자 업자나 사업자와 달리 사회적으로 사용자에 해 종속되어 있

다는 규범적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질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종속성은 요

구되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인적 종속성 측면에서 질적으로는 동일하

나 양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79) 박수근, “레미콘운송기사와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 ｢노동법학｣ 제14호, 

2002, 36면.



- 55 -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0)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권리’와 국가의 근로자에 한 적정 임금 보장 의

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2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노동조합법은 헌법 제33조의 노

동3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헌법적 근거와 입법목

적의 차이가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각각 별도의 근로자 정

의에 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양 규정이 매우 유사하나 일치하지는 않고 

‘임금’이라는 것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는 명백히 상이한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 법률의 근로자 정의와 범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맞게 그 

적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업자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정도가 심하여 법률이 강제적으로 정한 최저기준을 적용

해야 할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법

은 등한 교섭력 확보를 위해 근로조건의 집단적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80) 강성태, 앞의 논문, 174-176면 “...노조법 제4조에서 말하는 ‘임금, 급료’는 근기법상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지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보다 넓은 것이라고 생각한

다. 다시 말해 근기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사업과의 결합정도를 중심으로 한 사용종속

성에 의해서 파악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현실적 노무공급관계에 있는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파악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임금, 급
료’의 해석에서는 근기법상의 ‘임금’에 상당하도록 사업과의 결합정도에 의해서 판단

하면 될 것이고,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의 해석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준할 정도

로 단결활동 내지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노무공급자에 상

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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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설을 앞에서 검토해 보았는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 판

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근 88관광개발 사건81)에서 그 차이점이 

드디어 명확하게 드러났으나 과거 수십년 동안 판례의 입장은 실업자의 경

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 노동조합법상 근로

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종속성과 동일한 

종속성을 요구하는지에 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낳게 만들었다. 즉, 1980년 

12월 9일 선고된 사건(79다2147 판결)에서 법원은 운수노동조합 조합원으

로서 화물운송회사와 단체협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해 단체협약 체결권과 

그 효력은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한 바 있고, 1993년 선

고된 사건(90누1731판결)에서도 캐디에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까지는 어

렵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은 인정하고 있었다. 이후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1994년 법원 판결 

이후 해당 기준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동일하

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판결의 향으로 일부 하급심에서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

준이 동일하다고 선언하는 판결도 나타났다.82)

81) 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82) 서울행정법원 2001. 9. 4. 선고 2001구6783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루는 사건

에서 캐디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정의는 근로기준

법 제14조의 근로자 정의....와 비교하여 볼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일응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종속노

동의 가로 생활을 위하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

만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그 규율 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그와 같은 현실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조건의 유

지ㆍ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의 보장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하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용종속성이나 근로의 상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사이

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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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한 법원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초기단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나타났으나 1994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개념 징표가 정립되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에 있어서도 그를 인용한 판결이 이어지다가 2004년에 이르러 근로기준

법과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 개념의 독자성을 인정한 서울여성노조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에 한 고민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최근 

2014. 2월 88관광개발 판결이 나오면서 마침내 그 논쟁에 한 종지부가 찍

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관련 판례를 

시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가. 서울여성노조 이전 판례

1993년 법원은 골프장 캐디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취소 처분 반려소송83)에서 노동조합법 근로자 정의 규정상의 “기타 이에 준

하는 수입”의 의미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더라

도 캐디피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인정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 다. 즉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

은 법 제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

계는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

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

83) 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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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① 소외회사에 소속된 캐디들은 내장객의 경기보

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캐디마스터 등 소외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으

며 출근에 있어서도 소외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번호순서에 따라 출근시

간이 정해지며, 새벽근무도 해야 하고, 휴장일에도 출근하여 교육이나 골

프장 시설청소를 해야 하는 등 소외회사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

여야 하며....② 또한 캐디는 내장객 보조업무가 종료되면 소외회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피를 지급받는 바, 위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골프장 캐디

로 선발ㆍ채용될 때에 캐디와 소외회사 사이에 캐디는 소외회사가 임의

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가로 소외회사로

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인 금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엿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

에 근사하다고 보이므로 캐디피를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볼 바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캐디피의 지급방법을 

내장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 다고 해도 이는 위

에서 보인 바와 같이 캐디피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회사

가 소외회사의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어차피 캐디피를 지불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신 

내장객에게 캐디에 한 캐디피의 지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캐디피의 지급방법 변경으로 캐디피의 지급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 골프장 소

속의 캐디들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 판단하면서 사용종속관계 또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고 할 때 근로기준법보다는 그 종속성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 이전인 1980년 운

수노조 조합원 2인이 한통운을 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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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노조와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고 근로자들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해 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회사의 일도 해 왔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로 볼 수 없다고 하 다.84) 즉 이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 맺은 단체협약의 

유효성은 인정하 다는 점에서 그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

자 개념은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

정하지 않고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을 부정한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별도의 판단 기준까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 법률사이의 근로자 개념을 달리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던 1994년 판결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냉동ㆍ냉장창고 회사에 해 구체적ㆍ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

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정하 다.85)

84) 법원 1980. 12. 9. 선고 79다2147 판결 “...원고들과 같은 철도하역 노무자들이 시초

부터 자유근로자로 출발하 고 아직도 피고회사와 사이에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은 

바는 없어도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 도모할 생각으로 운수노조를 결성,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단체협약을 맺고 피고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왔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원고들을 위한 사업

주로서의 산재보험 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는 

등 일면 사용자 근로자 관계에 있는 듯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만 소속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 노조원은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소외 한국운수창고 

주식회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고려 콘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등의 철도 소운송면허 

기업체들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바와 동일 내지 유사한 단체협약을 맺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노무를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왔고 심지어 개인 하주

가 직접 취급하는 화물의 하역작업까지 해 왔음이 기록상 뚜렷하여 비록 피고회사의 

일이 부분이고 군소 업자들의 것은 미미한 정도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사이에 

특별한 고용계약을 맺은 바도 없는 마당에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

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85) 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의 경우 근로자공급사업을 하

는 항운노조라는 특수성이 있고 그 이전인 1995년 남해화학 관련 판결에서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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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울여성노조 판례

2004년 법원은 과거 학설을 통해서만 인정되었던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 다.86) 동 판결은 특히 근로자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 향후 

취업 중인 근로자에 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의 사용종속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다는데 그 판결취

지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즉 법원은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하여 국가

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

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

추어,...‘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

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

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

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 근로

항만운송협회와 항운노조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하더라도 근로자공급사업을 

담당하는 항운노조가 작업관련 지시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협회의 항운노조에 해 

개별회원사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아니라고 판정한 예(1995. 
12.22 선고 95누3565 판결)가 있어 시 흐름에 따라 판례가 변화되고 있다는 예로 이

해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다. 
86) 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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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해당하므로....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 다. 

이러한 법원의 입법목적에 따른 법률 해석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이후 2011년 준공예정인 항만에 노무를 제공할 항운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

고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취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을 뿐이지 취업 자체는 확실시 되어 이 사건 항만에서 원고의 

조합원들에 의한 노무공급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

다.87) 그러나 이 판결 이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레미콘 지입 차주 겸 

운송기사에 해 사용자와의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ㆍ감독관계의 여부, 보

수의 노무 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면서 레미콘 지입차주 및 운송기사는 레미콘 제조회사와 사용

종속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

합법에 정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한 바 있어, 최

근 88관광개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취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종속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명시적인 판례는 발견하

기 어렵다. 그러나 2004년의 서울여성노조 판결은 입법목적에 따른 해석이

라는 측면에서 이후 연달아 나온 현 중공업 판결 등 사내하청 근로자나 파

견근로자 판결에 많은 향을 주었으며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법률

의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88) 

87) 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88) 2004년 여성노조 판결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는지에 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해고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

니됨) 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에서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

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 노동조합까지 적용되는 것



- 62 -

Ⅲ.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명확화 : 88관광개발 사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 개념 자체에 한 판단에서 비록 현실적으

로 근로상태에 있지 않은 구직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한 판단이긴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그 입법 목적이나 취지의 차

이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이 이미 제시되었고, 이후 

간접 고용관계 또는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누구의 근로자인지 여부, 즉 누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해서도 현 중공업 판결에서 법원은 노동

조합법상 사용자 책임, 비록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한 사용자 책임

이기는 했지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기본 근로조건에 

실질적 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부분적, 병존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또 그 응개

념으로 사용자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관계와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사용자 관계의 구별은 여전히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개념 징표가 없다

는 이유로 논란의 상이 되어왔으나, 지난 2014년 골프장 캐디에 해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명확히 부인하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명확히 

인정한 법원 판결89)이 나옴으로써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ㆍ사용

자 개념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은 명확해졌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고, 해당 판결이 미칠 

파급효과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은 아니다” 라고 하여 논란이 해소되었고 최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노동조합설

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 ( 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 다시 한 번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

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명확히 인정되었다. 
89) 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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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내용 및 진행경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8. 9. 15. 88관광개발

에서 경기진행업무를 맡고 있는 캐디A는 경기를 보조하던 중 경기진행이 지

체되어 경기팀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그 이용객 중 한 명이 마침 코스 

운 상황을 살피기 위해 나와있던 골프장의 표에게 이를 항의하 고, 이에 

경기가 끝난 후 캐디마스터가 다시 해당 캐디A에게 고객이 표이사에게 항

의하게 된 경위 등을 지적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고, 그 다음

날로 골프장측이 해당 캐디에게 출장유보처분을 내렸다. 이에 캐디A가 소속

되어 있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88관광개발 분회원들은 9. 16. 출장유보처분

이 부당하다면서 오전에 40분간 출장을 거부하 고, 9. 17. 5명씩 팀을 나누

어 각 20-30분씩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오전, 오후 2번 벌 다. 그리고 9. 19.

부터 9. 24. 까지 해당 관광개발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

지 자유게시판에 99회에 걸쳐 출장유보처분, 골프장 운  문제점, 관리자의 

횡포 등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하 다. 이후 골프장측은 9. 24. 캐디A에게 제

명처분을 내렸고, 11. 4부터 11. 26.사이에 다른 캐디B에게 불친절,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출장유보처분, 다른 캐디 50명에게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

포 등의 이유로 모두 출장유보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문과 서

약문 제출시 다시 출장 조치할 것임을 고지하 다. 한편 캐디들 중 상당수가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하 으나 회사 측이 요구하는 내용인 자율수칙(이 사

건 노동조합 분회를 탈퇴하 거나 해당 분회에 적 적인 경기보조원들이 주

축이 되어 2008. 10.경 설립한 조직인 ‘자치회’에서 만든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이후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회사가 요구한 내용 로 

반성문과 서약서를 제출한 캐디 13명에 해서만 출장유보조치를 해제하

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는 2008. 11. 30.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노

조 부분회장인 캐디C, 회계감사인 캐디D가 2008. 12. 2.부터 31.까지 조합활

동으로 인하여 결장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 고, 회사 측은 이를 불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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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 으나 캐디 C, D는 배정된 경기에 출장하지 아니하 다. 이후 이 사

건 노동조합 선전부장인 캐디 E까지 포함하여 다시 C, D, E가 2008. 12., 

2009. 2. 결장 신청을 하 고, 회사는 이에 해 다시 불허하 으며, 이들은 

결정불허에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하 다. 이 사건 회사는 5회 

이상 무단결장을 이유로 C, D, E를 제명처분하 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캐디 4명과 무기한 출장유

보처분을 받은 캐디 37명이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 고 1심인 수

원지방법원에서는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제명처분과 출장

유보처분을 모두 무효로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88관광

개발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

자로 보아 무기한 출장유보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로 인정하 고, 제명

처분에 해서는 당초 캐디마스터와의 분쟁으로 출장유보조치와 제명처분을 

당했던 캐디에 해서만 부당노동행위로 무효로 인정하 고, 무단결장을 이

유로 한 C, D, E에 한 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2. 판결요지

이 법원 판결은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캐디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기존 판례( 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

결)와 직접 근로계약에 체결되어 있는 자라도 기본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인정한 현 중공업 판례( 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를 참고 

판례로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구직자에 해서도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

른 해석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임을 인정한 서울여성노조 판결에 이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동일한 

근로자들에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명확히 구

분하여 골프장 캐디인 갑(甲) 등이 골프장을 운 하는 을(乙) 주식회사로부

터 제명처분 등 징계를 받은 후 을 회사를 상 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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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갑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노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 다. 

동 판결은 근로자성에 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90)의 논리를 그 로 

인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 다른 결

론을 내린 취지를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업무의 개별화와 특수화가 추진되면서 특정 사업

주의 사업이나 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의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한 

가를 수령하는 1인 사업주 내지 특수형태근로자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과거

와 같은 이분법적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만으로는 이들을 쉽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정의 위임규정인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

자’와 노조법 제정의 위임규정인 헌법 제33조의 ‘근로자’를 과연 동일한 개념으

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으

로 근로의 권리를 선언하면서 근로자에 한 생활보장적 입법조치를 국가의 의

무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근로자 개인의 기본적 생활권을 개별적으로 보호하

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작위의무와 급무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 것인 반면, 헌법 제33조는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등한 위치에서 근로조건 등을 협

상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자유권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협력의무 내

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극적 제한을 가할 수 있게 한 것이어서 위 양 조

문은 헌법적 기초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동일한 ‘근로자’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개념은 각자의 헌법적 기초에 따른 법률의 제정 및 해석

을 통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 사회의 복잡한 노동관계를 합리적

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각 

제정 이유나 그 법령내용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각기 ‘근로자’의 개념을 달리 판

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판결 취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사건의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는 근

90)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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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법률 제정의 근거가 다르고 그 

입법 목적이나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법원에서는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원심의 판

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 으므로 동일한 근로자에 한 근로기준법과 노

동조합법의 판단이 달리하게 된 판단 배경을 인정하 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소심 고등법원에서는 골프장 캐디에 한 기존 법원 입장이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하면서도 그 이전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하 던 판결을 폐기하지 않았음을 지적91)하면서 각 법률의 목적에 맞는 해

석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달리 보아야 하

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구별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 또는 기념 징표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

자 근로자성 여부를 위한 판단기준도 제시하 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유는 과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보유하면서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가

를 지급하지 않고 착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법률적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아무런 

91) “우리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이후 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부인하면서도 위 90누1731 판
결을 폐기하지 아니하 는데, 그 이유가 우리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각자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취하 기 때문인지 여부는 그 이후의 법원 판례에서 이에 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분명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원이 사용

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외적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앞서 본 헌법 제32조의 정신과 

근로기준법의 제정이유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를 탐구하여 그

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인바, 그로 인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하여 부담하는 소극적인 제한을 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작위의무 및 급부의무 등의 적극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려면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부담을 지우

는 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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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문만으로 사

용자에게 일정한 급무의무를 지우는 것은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용자에

게만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것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서 근로기

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의

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

기서 사용자가 보유하는 일정한 이익이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가에 상응

하는 직접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 법원 판결

에서 정한 근로자성 판단의 각 징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가에 상응하는 직접적 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사용자에 한 임금의 종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하여야 하고, 노

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과 무관하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위

할 수 있는지 등의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92)을 판단할 수 있는 

92)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이라는 평가요소를 가지고 해당 판결에서는 88관광

개발 캐디에 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운 자인 피고와 이용객에게 노무를 제

공하고자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캐디피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는 자인 점, 
피고는 필요에 따라 경기보조원을 모집하고, 신규 경기보조원을 상 로 경기보조원으

로서의 자질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경기보조원들은 기존의 관행, 피고로부터 

받은 교육내용, 경기보조원 수칙 및 피고가 경기팀장이나 캐디마스터를 통하여 수시

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본래의 경비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신속한 경기진

행 등 이용객에 한 관리 업무와 디보트 수립, 오물 수거 등 골프장 시설 관리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골프경기 진행 및 경기팀간의 일정한 간격 유지를 

통하여 코스의 회전율을 높이고 골프장에 한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의 만족

도를 증 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운 수익을 극 화하려는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이러한 경기보조업무시마다 별도로 구체

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가 정한 순번 및 출장예정 시

간에 따라 출근, 근무 및 퇴근시간이 정해지고, 경기팀장, 캐디마스터 등의 정기적인 

점호 교육이나 공고 등을 통하여 일상적인 근태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경기보

조원들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경기보조원들은 경기보조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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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평가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각기 달리 판단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3. 판결의 의의와 영향

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징표와 구분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명확히 제시한데 

해 이를 법원이 그 로 인정하 는지에 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즉 

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하여 원심의 결정을 그 로 인정

하 지만,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채택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원심이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인적 종속성보다는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경제적 종속성)’의 평가요소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

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

이 없고, 그 업무내용이 단순 노무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피고가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캐
디피의 액수도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

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출장일수가 적지 

않고 피고가 정하는 출장순번에 따라 출장하는데 자신의 출장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 외의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

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인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과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보조원들은 자신들의 노무제공의 가인 캐디피만으로 생활하

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기타 이에 준

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에 따

라 자신들의 노무제공을 하고 있고, 경기보조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피고가 관여하는 

정도가 커서 경기보조원들의 피고에 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하고, 특히 경기보조

원들의 캐디피 수입도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향을 받고 있으므로 경기보조원 스스

로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위할 수 있는 독립사업자성의 징표가 

미흡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에 하여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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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라고 하여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93)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은 ‘사용종속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를 판단했던 기존의 법원 판례의 입장을 그 로 인정하는 형식을 취하면

서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한 근로자에 해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결론내림으로써, 결국 논란의 

상이 되었던 지금까지의 법원의 입장이, 같은 ‘사용종속성’이라도 근로

기준법상의 사용종속성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종속성을 달리 보아왔으며 근로

기준의 사용종속성보다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종속성이 더 넓게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판례라고 할 것이다.94) 또한 그 차이점에 

해 법원이 직접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의 법원 입장을 인정하고 

있고, 법률해석에 있어 입법 목적과 근거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서

울여성노조 사건에서의 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법률의 목적에 맞는 해

석을 강조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법리를 그 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법원 판결은 과거부터 법원의 입장이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성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해주고 있

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형식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령’이라는 부분의 해석은 반드시 그 취

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다른 점은 명

백히 인정하나 그렇게 다른 노동조합법상 ‘사용종속성’을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용자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의

미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88관광개발 판결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법원 판결이 확 되어가고 있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 충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캐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 다고 비

93) 유성재,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노동법률 통권 276호, 2014. 5., 중앙경제사, 73면.
94) 박재성, “캐디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리뷰 통권 109호, 2014. 4, 한국

노동연구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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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는 견해도 있다.95) 그러나 88관광개발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의 헌법적 기초의 차이가 있고 해당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법률을 해

석해야 하며 같은 “근로자”라는 용어와 “사용종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

라도, 그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법원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끌어낸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며,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상을 

확 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

서는 근로자로 판단되었을 경우 연계되어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를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한 입법목적이나 법률적 효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동조합법의 보

호 범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분리되

어 보다 유연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계기를 동 판결이 마련한 

것으로 그 의의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위탁 등의 계약을 맺고 그 노무를 제공받아 

온 사업주도 일정부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

히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사용자 관계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사

용자 관계는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에 

해 해석론적, 더 나아가 입법론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 판결이

라고 하겠다. 

95) 오윤식,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 법조 2012-12(Vol. 675), 157-203면. 저자는 동 논문

에서 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제시된 상당한 지휘ㆍ감독 기준

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의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충분함에

도 불구하고 회사가 향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퇴직금 지급 부담, 시간외 근로ㆍ

야간근로ㆍ휴일근로 수당 등의 지급 부담 등을 우려하여 정책적 판단을 한 나머지, 
법원 판례로서 거의 확립된 근로자성 판단 기준마저 의도적으로 경시하 다고 비

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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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누구의 근로자인가? 
: 파견 및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근로자 파견이나 사내하청 근로자

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근로자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결국 이들에 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파견이나 사내하청과 같이 계약 당사자와 해

당 근로자를 직접 일을 시키는 자, 즉 사용하는 자가 다를 경우 어느 당사자

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 즉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는 노동조합

법상 사용자 지위, 즉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사용자 지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적정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근로3권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인데, 이

렇게 간접고용 또는 다면적 근로관계가 증가하면서 근로계약 당사자에 국한

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경우 노동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

아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 지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판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첫째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실질적인 사용자 지

위에 따른 판단방법이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은 일본 최고 재판소 판

결96)을 우리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명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고 사용자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다. 둘째는 파견법이 도입된 이후 나타난 입장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

닌 제3자인 사용기업에 해서도 파견법 규정에 따르는 사용사업주 책임, 즉 

부분적인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파견과 도급을 어

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구분 기준이 법률상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다. 셋

96) 묵시적 근로계약을 인정한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은 油硏工業事件(最高裁 昭和 51)이 

있다. 노상헌, “파견 및 사내도급근로에 관한 일본의 노동법리와 쟁점”, 노동법연구 

제19호, 2005년,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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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는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

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부분적, 병존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제3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개념의 확장 또는 분배라고도 일

컬어진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형식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 이외 근로자

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이들과 원청의 관계가 첫 번째 근로계

약관계에 해당할 경우는 원청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해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전면적으로 지게 되며, 두 번째 불법파견으로 인정된다면 현행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부과된다. 세 번째의 경우는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이 아닌 진정도급이라 할지라도 하청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 향을 미칠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부분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 접근방법에 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각 접근

방법의 의의와 한계, 법적 쟁점과 현 시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 

1. 적용 판례 

사내하청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와 같이 제3자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실

제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한 법원의 판단기준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

3자의 노무 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

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

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 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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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97)

법원은 용역회사와 원청사업주 간 용역계약이 끝나자 고용 불안을 느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원청사업주의 작업중지 지시를 거부한 상

태로 계속 근무를 하자 원청사업주가 결국 강제로 작업을 중단시켰고 이에 

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라는 불이익을 주었다며 원청사업주를 상

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하며 용역업체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 다.98) 따라

서 원청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해당 사건에서 판례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

3자의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

자로 분석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에 한 별도의 정의나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사용종속의 틀을 그 로 사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99)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을 적용하여 제3자에 한 사용자성을 

적극 인정한 판례로 2002년 경기화학 판결100)과 2003년 SK 판결101), 그리고 

97) 법원 1999. 7. 12. 선고 99마628 판결, 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법원 2002. 11.26. 선고 2002도649 판결, 2003. 9. 23. 선고2003두3420 판결, 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56130 판결, 법

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769 판결.
98) 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99)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의미함은 상고이유와 같지만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

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 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소외인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들에 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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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 미포조선 판결102)이 널리 알려져 있다. 

경기화학 사건은 기존 기업을 상으로 소사장 법인의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등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위반을 제기한 사건으로 기

존 기업이 경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

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

인 관리ㆍ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 기업의 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노동법위반에 

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경기

화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자본금 5천만 원씩을 

전액 출자하여 생산 품목별로 주식회사 2,3,4,5 등 4개의 이른바 ‘소사장 법

인’을 설립한 다음, 기존 회사에서 해당 생산부문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사를 사직하게 하고 신설 법

인과 근로계약을 맺게 하 으며 경기화학의 임직원들을 ‘소사장’이라 불리는 

신설법인의 표이사 및 생산담당 간부직원으로 인사발령하여 이들을 통하

여 소사장 법인을 운 하 다. 운 에 있어서 경기화학이 소사장법인들의 총 

발행주식 중 98%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하 고(나머지 2% 상당도 서류상

으로는 소사장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기화학 소유), 수시

로 경기화학의 임직원들과 소상법인의 임직원 사이에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소사장 법인들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화학에 의뢰하여 그 

명의로 모집광고를 내며 면접 시에도 경기화학 소속 공장장이 참여하여 

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소사장 법인들은 인사, 경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나 직원이 없고 전적으로 경기화학에 위탁하여 처리하 고, 자체적

으로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경기화학의 생산시설을 일부 임차하여 경

기화학이 제공하는 원재료를 임가공하는 생산활동만 하 을 뿐 다른 거래처

를 확보하거나 판매한 실적이 없었다. 일부 소사장의 경우는 취임 후 몇 달

100) 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01) 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102) 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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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도 공장 및 생산시설 차임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경기화학과 

임가공 계약 체결시 임금부족분을 경기화학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경기화학이 소사장 법인들의 경리 등의 업무를 일괄 위탁받아 소사

장 법인들에 임가공료를 지급하는 신 직접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소사장 법인이 구입한 부자재 등 물품 금도 결제하고, 노무관리도 

경기화학 소속 공장장과 소위 ‘직원봉사팀’이라는 소사장 관리 전담팀에서 

출ㆍ퇴근 확인부터 휴가 승인까지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하 다. 이러한 사

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소사장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았으며 근로자가 경기화학과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

공하 다고 본 것이다. 

한편 SK 주식회사 사건은 업무상 도급계약을 맺은 모자회사 관계에서 실

질은 위장도급이며 모회사와 자회사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사례이다. 이 사건에서 당초 원심은 근로자들과 모회사인 

SK 주식회사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파견법이 시행

된 1998. 7. 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들에 해 고용의제 규정

에 의해 모회사 근로자로 의제된 것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가 아닌 직접 근로계약관계로 인정하 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면 SK 주식회사는 인사이트코리아와 업무도급계약을 맺고 전국에 소재한 

11개 물류센터에 그 소속 직원들을 근무하도록 하 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인

사이트코리아가 현장 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근로자를 관리하고 지휘ㆍ감독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회사가 직접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근로자에 

해 업무지시, 직무교육실시,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 제반 인사관리를 행하

다. 또 인원을 채용할 때도 인사이트코리아의 이사와 SK 물류센터 소장과 

관리과장등이 함께 면접을 보았고, 조직도나 안전환경점검팀 구성표 등의 편

성과 경조회의 운 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아니하 으며, 그 근로자

들의 업무수행능력을 모회사가 직접 평가하고 임금 인상 수준도 모회사의 

정식 직원들과 연동하여 결정하 다. 인사이트코리아는 SK 주식회사의 자회

사인 주식회사 인플러스가 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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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사는 SK 주식회사의 전직 임원이 선임되었고, 거의 전적으로 SK 주

식회사의 업무만을 도급받아 오는 등 형식상으로는 독립법인으로 운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모자회사의 관계로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위의 두 사례를 살펴보면 모자회사 또는 소사장제 등 다양한 형태의 사내

하청에 해 법원은 두 가지 기준, 즉 사업경 의 독립성과 업무수행과정의 

사용종속관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진정도급인지, 위장도급인지 여부를 판

단하고 있다. 판례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경기화학의 경우는 사업

경 의 독립성에 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SK 주식회사의 경우는 

두가지 측면에 해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이론에 따른 판례 중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이 현 미포조선 사건 판례이다.103) 사내 하청 기업인 용인기업의 근로자들

이 현 미포조선을 상 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원고들이 소속된 용인기업은 약 25년간 오직 피고 회사로부터 선박엔

진 열교환기, 시 밸브, 세이프티 밸브의 검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 회사는 용인기업이 모집해 온 근로자에 

하여 피고 회사가 요구하는 기능시험을 실시한 다음, 그 채용여부를 결

정하 고, 그 시험합격자에게만 피고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

할 자격을 부여하 으며, 용인기업 소속의 근로자들에 하여 징계를 요

구하거나, 승진 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채

용, 승진, 징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 다.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출근, 조퇴, 휴가, 연장근무, 근로시간, 

103) 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강성태 교수는 동 판례를 예스코 판결

( 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및 현 중공업 판결( 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판결)과 함께 사내하도급 삼부작 판결로 명명하 으며 

그 이유로 세 개의 판결이 모두 사내하도급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발생한 노동분쟁을 

다룬 것이며 서로 보충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도 또한 각기 독립적인 의의를 가진 

법리를 전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강성태, “사내하도급 삼부작 판결의 의의”, ｢노동

법학｣ 제35호, 2010. 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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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업무 협력방안을 결정하여 원고들이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용인기업 소

속 책임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 으며, 용인기업

이 당초 수급한 업무 외에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 소속 부서의 업

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용인기업의 작업물량이 없을 때에는 교육, 사업장 

정리, 타부서 업무지원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등, 직접적으로 원고들에 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 다. 

더 나아가, 용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수급한 물량에 하여 시간단위의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하 지만, 피고 회사

는 용인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선박 수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 

회사의 다른 부서 업무지원,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 등에 종사하는 경우 

이에 한 보수도 산정하여 그 지급액을 결정하 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

게 상여금, 퇴직금 등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 다....마지막으로 용인기업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가지고 소속 근로자에 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소

득신고, 회계장부 기장 등의 사무를 처리하 으나 이러한 사무는 피고 회

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용인기업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훈련등에 필요한 사업

경 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 다.....용인기업은 형식적으로

는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

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 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피고 회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 행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 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

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 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직접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에 따른 판례이지만 현 미포조선 판례가 

앞의 두 판례와 차이가 있는 점은 ‘사업주로서의 실체성’보다는 ‘지휘명령관

계인 근로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을 판단하 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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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이 사건의 원심은 원청인 현 미포조선과 용인기업 근로자들 사이

에 근로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청기업의 사업체로

서의 독립성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은 기존의 경기화학 사건

이나 SK 판결을 염두에 두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정한데 반해 법원

에서는 사업체로서의 실체보다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성을 더 심

도있게 분석하여 결론을 달리한 것이다.104) 이러한 변화는 경기화학과 같은 

소사장제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여지가 너무 크므로 산업현장 자체

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실제 위장도급이지만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

여 판례가 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경 상의 독립성

은 형식적으로 갖추기가 더 용이한 요소들이므로 근로자 판단의 본질적 요

소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식으로 판례도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 의의와 한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은 파견법 제정을 통한 파견사업의 정식 도입 

이전부터 주로 하도급 관계의 원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간의 법률관계 판단

과정에서 발달된 이론이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하청근로자의 법률적 지위와 

104) 강성태 교수는 법원의 경기화학 판결을 분석하면서 해당 판결이 기존 기업의 자본

금 출자 등 소사장 법인이 설립된 경위, 소사장 표에 기존 기업의 임원이 발령나고 

인사교류가 있었던 점, 주식 보유 실태, 소사장이 인사, 경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고 이를 기존 기업에 위탁해서 처리해 온 점 등 주로 소사장의 사업경 의 

독립성을 주로 설시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보다 훨씬 길

게 설시되었고, SK 주식회사 사건에서도 SK와 인사이트코리아의 모자관계, SK가 인

사이트코리아의 인사노무관리를 해온 사실 등 두 회사간의 관계에 해 상당히 많이 

설시한 점을 들어 기존 두 판례에 비해 현 미포조선 판례가 사내하도급관계의 변화, 
즉 자본의 연결과 경 의 지배를 근간으로 하던 초기의 모습에서 벗어나 수급업체에 

자본과 경 상 일정한 독립성이 확보되는 최근의 모습으로의 변화를 법원이 능동적

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 다. 강성태, 위의 논문, 11-13면.



- 79 -

법률관계는 진정도급이냐, 위장도급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진정도급의 경우

는 원청회사에 해 하청기업 근로자는 민법상 도급인과 수급인의 이행보조

자 관계에 지나지 않으나 노동법에서는 진정도급의 경우에도 임금 지불이나 

산업안전 등에 있어서 원청사업주의 일정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있다.105)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로서의 하청업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하청업

체와 연 책임일 뿐,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독자적,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의 경우는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 계약은 도급으로 하면서 실질에 있어서는 원청이 사

용자로서의 결정권을 그 로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

계 이론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에 따라 원청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그 로 행사하 고 하청사업주는 사업경 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

다면 원청사업주가 포괄적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사내하도급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취하고 있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론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

인데 일본의 경우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다양한 학설106) 가

105) 현행 노동법상 하도급 근로자에 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

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

책임), 제44조의 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90조(도급 사

업에 한 예외),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내지 제9항(최저임금의 효력), 산업안전보

건법 제29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에 가입) 등이 

있다. 
106) 일본에서 하도급 근로자와 원청사업주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근거

로 제시되는 학설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외에도 1) 사용기업과 업무수급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의 사회유형이라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한 양 당사자간에 계약

성립의 합의가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사실적 근

로계약관계설’ 2) 사용기업이 하도급근로자에 하여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 수급사업주에게 있는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사용

기업이 도급계약을 통하여 위행사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부

담하는 ‘준근로계약설’ 또는 ‘지휘명령 위행사설’ 3) 사용종속관계는 의사표시에 의

하지 않는 사회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관계에서 생존권이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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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초기에 판례상 인정된 것은 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이론이라고 하겠

다. 일본의 경우 파견법 도입 이전과 이후 법률상 쟁점이 달라졌다. 즉 파견

법 도입이전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원청사업주와 하도급근로자간

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포괄적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됨에 

비해 파견법 제정 이후에는 일단 진정도급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진정도급

이 아닌 경우 다시 파견관계인지 아니면 직접 고용관계인지를 구분하게 된

다. 즉 원청사업주와 하도급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

되더라도 바로 양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게 된 것이다.107) 또한 파견법으로 인하여 고

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사용자 책임의 분할 또는 분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판례상 일본의 예와 같이 파견법 제정 이후 다면적 근

로관계 또는 간접고용에 한 법률적 쟁점이 분화되고 있는데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에 따라서는 노동법상 보호받지 못하던 경우, 즉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역은 확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에 해서는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약관계가 성립한다는 ‘객관적 근로계약설’ 4) 사회유형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관

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용종속관계를 형성ㆍ존속시킨 이상 법령위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어 근로자는 그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주

장할 수 있지만 사용기업은 이에 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항변

할 수 없는 ‘편면적 근로계약설’ 등이 있다. 노상헌, 앞의 논문, 320-321면.
107) 파견법 제정 이후에도 묵시적 근로계약을 판단하는 판례의 틀 자체는 변화가 없었으

나 사용사업주와 하도급 근로자 사이에 어떠한 사정이 존재하면 묵시적 근로계약관

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한 판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즉 객관적 요소로서 사용종속관계만 있으면 당사자간 근

로계약의 합의의사가 추인될 수 있다는 재판례가 감소되고 주관적 요소인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재판례가 증가하 다고 한

다. 결국 파견법 제정 이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

할 여지는 협소해졌다고 한다. 노상헌, 위의 논문 332-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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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적 관점에서 규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108)과 엄격한 인정요건으

로 인해 사실상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109) 

비판론의 경우는 사내하도급이나 파견근로자를 쓰는 것이 주로 사용자책임

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최근의 다면적 근로관계의 부분이 하도급사업주

나 파견사업주가 지휘감독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기존의 묵시적 근

로계약관계 이론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한계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은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적 종속성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최근 사용사업주

의 지배가 구조적ㆍ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

으며, 둘째, 하도급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

이 되었을 때만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근로

관계만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

리되는 다면적 근로계약관계의 본질을 제 로 보지 못한다는 점, 셋째, 사용

사업주와 하도급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다면적 근로계약을 활용하고 계약 형

성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힘의 불균형을 생각할 때 사용자가 그

런 의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은 한계가 크다고 지적한다.110) 

10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어느 기업(제공기업)이 업무도급계약이나 근로자파견계

약 등에 근거하여 그 근로자를 다른 기업(사용기업)의 사업장에 보내 그 업무에 종사

하게 하는 관계의 유형이다. 제공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 하여 사용기업을 근로계

약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제공기업이 기업으로서의 독자성을 결하여 사

용기업의 노무 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기업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

고 임금을 지급하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

어야 한다.” 임종률, 앞의 책, 335-336면.
109) 강성태 교수는 판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에 한 학계의 입장을 수용과 비판 두

가지로 나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태, 앞의 논문, 10면.
110) “다면적 근로관계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종합해보면, 사용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판단할 때 첫째, 사용사업주가 ① 업무수행에 한 구체적ㆍ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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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래 근로자의 개념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때, 사내하도급

이라는 다면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실제 해당 근로자를 사용종속상태 하에

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므로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 이론은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파견법 도입 이후 더 복

잡해지고 있는 근로관계에서도 실제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에 따라 포

괄적인 사용자 책임을 물어야 할 사례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또 다른 

이론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의 필요성은 그 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면 파견근로자에 한 사용자 책임

과 달리 실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보호 정도도 

훨씬 두텁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이라 하더라도 현

미포조선 판결에서 보다시피, 하청 기업이 실체도 있고 경리, 인사 등 인사

노무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경우에도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을 이유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

피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응에 따라 판례도 변천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의 의의를 너무 축소해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본

다. 타인의 소속 근로자를 직접 회사 조직에 편입시켜 근무를 시키는 형태로

서 파견이나 사내하청이 있지만, 실제 이러한 다면적 근로관계 또는 간접고용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에도 업종 제한, 

사용사업주 책임에 한 명시적 규율 등으로 파견보다는 여전히 사내하도급

이 선호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법상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도급 형태의 사내하도급에 해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을 

② 채용, 배치, 징계, 해고 등에 관한 직접적 개입이나 결정 권한, ③ 임금의 결정이

나 직접 지불 권한 등을 가지는가 여부를 사용종속관계 판단의 중점에 놓고, 둘째, 
공급사업주가 가지는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내지 형식화되고 있는지

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강한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중간에 존재하는 공급사업주가 조금이라도 지휘ㆍ감독을 하

다면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다면적 

근로관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

자의 책임”,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2. 51-52면,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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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Ⅱ.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구분

1998년 근로자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다면적 근로관계 또는 간접고용이 본

격적으로 증가하 고 법적 쟁점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와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가 다른 경

우로서 해당 법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직업안정법을 통해 항운노조 등 과

거부터 인정되어왔던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하고는 중간착

취 우려 등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왔었다.

그러던 중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타협 결과, 노동시

장 유연화 차원에서 다른 선진국의 경우도 이미 도입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도급이라는 이름 하에 파견업이 산업현장에서 상당부분 퍼져있는 현실을 고

려하여 법률을 통해 파견제도 자체는 도입하되, 파견근로자에 한 근로조건

을 엄격히 보호하는 내용의 파견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동 파견법에서는 파

견 상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

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로 하면서 시행령에서 총 32개 허용직종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

다. 아울러 건설공사현장 업무, 항만운송사업법ㆍ한국철도공사법ㆍ농산물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ㆍ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하역업무로서 직

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기타 산업안전보

건법상 유해ㆍ위험 업무, 간호조무사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는 그 상으로 명백히 제외토록 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상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다면적 근로관계 또는 간접고용이 제

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루어졌던 업무들 중에 일부는 파견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파견법상 사용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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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또는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파견법 시행 이전에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진정도급인지, 위장도

급으로 가장한 직접고용인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에 따라 판단하여 왔

다면 파견법 제정 이후에는 간접고용에 있어서 하도급 업체의 사업체 실체

가 있는지, 실체가 있다면 파견인지, 진정도급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

로 법률적 쟁점이 변화되었다. 특히 파견과 도급과의 구분이 핵심적 쟁점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1. 행정적 기준 

근로자파견법을 시행하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법 초기 시행 당시 1998년 7

월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

정, 운 해왔고 추후 2004년에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을 제정, 함께 운 해왔

다. 해당 고시는 ‘도급 등’을 ‘민법상 도급, 위임 기타 이와 유사한 무명계약

으로서 수급인 또는 수임인이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파견으로 보는 방식을 취하

고 있었다. 그리고 도급의 징표를 ①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② 사업경

상의 독립성으로 범주화하고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징표로는 

ⅰ) 업무수행방법, 결과평가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결정권이 있는지 ⅱ) 

휴게, 휴일 등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결정권이 있는지 ⅲ) 인사이동과 징계 

등 기업질서의 유지와 관련한 사항에 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 고, 사업경 상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징표로는 ⅰ) 소요자금의 

조달 및 지급 책임을 지는지 여부 ⅱ) 법령상 사업주 책임을 지는지 여부 

ⅲ) 기계, 설비 등의 자기책임과 부담을 지는지 여부, 전문적 기획 및 전문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 다. 

그런데 동 고시를 운 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들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사례111)가 속출하면서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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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해당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 

4. 19.)”을 제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시가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면서도 파견사업에 한 정의도 없이, ‘무엇이 도급인가’를 정의

한 다음, 도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파견으로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도

급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파견으로 봄으로써 지나치

게 엄격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침을 마련

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112) 특히 동 지침은 같은 사안에 해 정부 부처

간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부ㆍ법무부ㆍ

검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당 지침에서는 무엇이 파견인지를 포지티

브 방식으로 먼저 규정하고 판단 순서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파견사업

주, 수급인, 수임인 등에 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사업주로서의 실

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한다.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

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

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

체를 가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 등의 지휘ㆍ명령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파견사업주 등 

없는 경우 :

실체가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실질고용실체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휘ㆍ명령 : 파견

사용사업주가 지휘ㆍ명령하지 

않는 경우 : 도급

111)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사건 중 검찰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본 사례는 현

하이스코(‘06. 12. 28)., 라마다호텔(’06. 11. 29), 하이닉스(‘06. 12. 29), 현 차(’06. 12.
28) 등이 있다. 이 중 현 자동차의 경우 당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근로자가 9천여 

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112) 고용노동부, “파견ㆍ도급 구별 참고자료”, 2009. 8.,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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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파견사업주 등에 한 ①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기준으로 ⅰ) 채용

ㆍ해고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113) ⅱ) 소요 자금 조달 및 지급에 한 

책임을 지는지114) ⅲ)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115) ⅳ) 기계, 설

비, 기자재에 해 자기 책임과 부담을 지는지116) ⅴ) 전문적 기술ㆍ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을 지는지117)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ㆍ명령에 한 판단기준으로 ⅰ) 작업배

치ㆍ변경 결정권을 사용사업주가 가지는지 여부118) ⅱ) 업무 지시ㆍ감독권을 

사용사업주가 가지는지 여부119), ⅲ)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

권을 사용사업주가 가지는지 여부,120) ⅳ) 업무수행에 한 평가권을 사용사

업주가 가지는지 여부121) ⅴ) 연장ㆍ휴일ㆍ야간 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

113) 채용면접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기타 해고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
114) 사무실 임 차 계약서, 사업체 설립비용 부담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주금 납입 경위 

및 주식 소유비율, 기성금 및 수당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여 결정.
115) 4 보험 가입증명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 각종 세금관련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관련 자료, 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임원간 순환근무 

여부, 기타 단체교섭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
116) 사용사업주 등이 지급하는 기계나 설비, 기자재의 내역과 유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정당성을 확인하여 결정.
117) 기획 관련 작성자료, 사용사업주 등과 파견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동 

계약이 단순 노무 제공인지 여부, 사업계획서, 파견사업주 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소

속 근로자 자격증 유무 등을 확인하여 결정.
118) 작업계획서, 인력배치 계획서, 관련 회의자료, 기타 작업배치 관련 서류 및 관행 등

을 확인하여 결정.
119) 일일 작업지시서, 안전교육 일지, 조회 개최 여부, 업무관련 지시 전달방법 등을 확

인하여 결정하되, 특히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토

록 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시ㆍ감독권 행사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고, 계약

서상 업무의 목적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사업주등의 지시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업무 전반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ㆍ감독권이 인정될 수 있음

에 유의하도록 고용노동부 “파급ㆍ도급 구별 참고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120)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
121) 업무수행 및 실적에 한 평가서, 파견사업주 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ㆍ평가하는

지 여부,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된 경우에 있어서의 조치 관행 등을 확인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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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사업주가 가지는지 여부122)를 제시하 다. 

이러한 파견과 도급에 관한 행정적 판단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근로

자 파견제도를 실시한 일본의 판단기준을 상당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후, 후생노동성은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과의 구분에 관한 기준｣ (1986. 4.17. 노동성고시 제

37호)을 정하 는데, 이 고시 내용이나 체계가 1998년 우리나라의 파견과 도

급 구별에 관한 고시와 거의 유사하다. 즉, 네거티브 방식으로 적법도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동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법도급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하 다. 그리고 적법도급의 기준

으로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수행의 독립성 두 가지 요건을 명시하

다.123) 

2. 판례 

기존에 진정한 도급으로서 하도급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만 인정되거나 묵

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에 따라 원청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 데 비해 파견법 시행 이후 근로자・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쟁점은 사업경 의 실체가 없어 위장도급으로서 사용사업주

가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사업

주가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파견과 진정도급으

로 다시 나누어진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

률상 쟁점은 형식상으로 하도급, 위임 등의 형태를 취하 더라도 실제로는 

파견으로 인정된 경우, 당연히 불법파견이며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법 제6

조의2 규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개정 전 고용의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

제이다.

122) 연ㆍ월차 유급 휴가 사용내역, 일일 근무현황, 기타 근로시간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

여 결정.
123) 노상헌, 앞의 논문, 33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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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쟁점에 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형식상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으로 인정한 사례들이다. 한국마사회 

사건124)에서 1심125)은 한국마사회가 운 하는 장외발매소의 경비와 시설관

리 업무를 담당했던 경마진흥 소속 근로자가 한국마사회를 상 로 한 해고

무효확인소송에서 해당 근로자를 한국마사회에 파견된 파견근로자로 인정하

다. 이 입장은 법원까지 그 로 유지되었고 법원은 불법파견에 해서

는 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1심과 달리 고용간주 규정도 

적용된다고 인정하 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먼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경마

진흥이 사업경 상의 독립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비록 설립 당시 한국마

사회의 자회사로 출발하여 한국마사회에 한 수익 의존도가 높고 한국마사

회 임원이 경마진흥의 표가 되기도 하는 등 인적 측면에서도 교류가 있으

며, 경마진흥 소속 근로자들에 지시ㆍ감독 및 교육ㆍ평가를 시행하고 일정한 

경우 용역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도 하나 경마진흥은 한국마사

회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독립법인으로서 설립초기의 한국마사회 지분을 모

두 청산하여 자회사도 아니고, 수입의존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기도 하고 직접 소속 근로자에 한 의원면직이나 해고 절차도 독자

적으로 수행하는 등 노무관리상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 다. 다음으로 파견

인지 진정한 도급계약인지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노동조직 속에 완

전히 통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하여 

일의 완성, 즉 노무제공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지휘ㆍ감

독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한

국마사회는 경마진흥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한

국마사회가 경마진흥 근로자 채용에 관한 승인권을 갖고 있고, 용역근로자의 

근태상황이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직접 지시・감독 및 평가를 행하 으며 

업무분장개선안이나 휴가 계획을 작성ㆍ운 함에 있어서 용역근로자를 함께 

124) 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72823 판결.
125) 수원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4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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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운 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 다. 판단 순서나 판단 세부내용이 행정부가 

마련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부합하는 예라고 하겠다.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

로자관계로 판단한 또 하나의 사례는 사내하도급 3부작 판결의 하나로 알려

진 예스코 판결126)이다. 동 판결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 불법파견에 한 직

접 고용의제 규정 적용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한 법원의 입장을 밝힌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큰 판결이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서울 동북부, 경기 동부 지역을 기반으로 도시

가스소매업을 위하는 예스코(극동도시가스)는 2000. 4. 3.부터 2002. 4. 2.

까지 진방템프라는 파견회사로부터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 업무에 근로

자 6명을 파견받아 사용하 고, 동 계약기간 후 해당 근로자들을 다른 회사

로 소속을 바꿔 해당 회사와 업무도급 계약을 맺어 2002. 4. 3. 부터 2003. 

11. 30. 까지 근무하게 하 고, 해당 회사의 부도로 업무도급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근로자들과 2003. 12. 1. 부터 1년 단위 기간 계약을 맺

고 2004. 11. 29. 다시 1년 계약을 맺어 근무하게 한 후 동 계약이 만료된 

2005. 11. 30. 의원면직 발령을 내렸다. 이에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담당한 

업무는 파견법이 파견 상으로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무로서 위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위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최초 근무시점인 2000년 

4월부터 예스코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사 위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파견회사인 진방템프에 의하여 파견되어 예스코

에 2년을 넘게 근무하 으므로 최초 근무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02. 4. 3.

부터 파견법 규정에 의한 고용의제가 성립되어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

립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 다. 실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들은 

고객지원센터 내에서 계약 및 시공관련 업무, 즉 도시가스 공급계약 접수 및 

처리, 계약 및 시공관련 확인원 발급 등 민원 접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

고 이밖에 체납가스요금 및 공사비 수납, 전화 고객 상담, 우편물 발송 및 

126) 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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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 문서수발 업무 등을 하 다. 이들 업무는 이 근로자들이 입사하기 전

에는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 다. 이들에 해서는 에스코 직원이 

직접 휴가승인, 근태관리, 근무평가 등을 실시하 다. 

이에 해 고등법원까지는 원고들이 예스코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파견

상업무인 비서ㆍ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업무라고 볼 수 없고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고객봉사 사무직원으로서 파견 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

며 위법한 근로자파견으로서 고용의제조항을 포함한 파견법 관련 제 규정들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 다.127) 

그러나 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법한 근로자 파견이라고 해서 

파견법상의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용사업주가 오히려 더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연

히 불법파견이라도 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하 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 경위와 그 입법 목적 및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

을 위한 위 법규정들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

위에 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 성립을 의제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

화ㆍ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

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127) “...근로자 파견역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파견 상업무, 파견기간, 인적ㆍ

물적 기준 등에 관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사이의 관

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파견법의 제 규정들(제6조 제3항, 제34조, 제35조)은 ‘적법

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6. 12.26. 2006구합2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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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그 고용간주의 요건으

로 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이와 달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

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

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

다고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와 같이 위 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

추어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합리적이

라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적용된다고 보면, 파견근로자보

호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성립 의제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

나고, 특히 위 제5조제1항에 정한 근로자파견 상업무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유가 있기만 하면, 위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

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업고용간주 규

정조차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면 사용사업주로서는 당연히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는 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조장하고 근로자파견사업 허

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염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제 규정(현재 직접고용의무 규

정)이 적용된다고 한 예스코 판결은 그 이전의 불법파견의 경우 해당 조항

에 한 적용여부를 둘러싼 많은 논쟁128)들을 종식시키는데 기여하 다고 

128) 예스코 판결 이전, 불법파견에 한 직접고용의제 규정 적용여부에 한 입장으로는 

적용긍정설 이외 직접고용법리 적용설, 적용부정설 등이 있었다. 이 중 직접고용법리 

적용설의 입장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하게 파견근로가 행해진 후 파견기간의 

제한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위법한 파견근로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경우는 위법한 파견이 시작된 최초의 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

로자에 해 일반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 논거로는 “파견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 고용관계와 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

한 법, 즉 당연히 금지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일종인 근로자파견사업을 제반 경제적

ㆍ현실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까다로운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는 예외적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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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직접고용의

무 규정으로 변경되고 고용의무 발효시점에 한 규정도 명문화되면서 논란

의 소지는 줄어들었다.  

즉, 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제 규정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법률에 의해 일

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사적자치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 또 고용의제를 적

용받더라도 사용사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수단이 없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확정받아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많은 시

간과 비용 부담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6년 12월 

고용의무 규정으로 개정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해당 법률 규정 개정시 논란

이 되어왔던 파견 상업무 규정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 파견에 해서도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됨이 법률에 명시되었다. 이후 불법파견의 경우 2

또한 근로자파견법의 의의를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

적으로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의 일부 면제로 보아야 한다. 즉 일반적인 노동법 

이론에 의할 때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당해 근로의 사용에 의해 직접 이

익을 향유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 하여 또는 단독으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

를 위해 제반 법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파견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일부 면제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서도 파견근로

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자신의 사용자책임을 면제받으려면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

이 같은 법에 의해 적법하고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정될 뿐이다”는 것을 들고 있다. 
한편 적용부정설의 주장은 예스코 판결 이전 사건인 한송유관공사 사건이나 SK 

와이번스 사건 하급심에서 제시된 것으로 근로자파견 역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되 파견 상업무, 파견기간, 인적ㆍ물적 기준 등에 관한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

적으로만 근로자파견을 허용하고 있는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파견근로

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파견법의 제 규정들

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따를 경우 해당 근로자의 권

익보호에 미흡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사

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파견법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강성태,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노동법연구｣ 제13호, 서
울 노동법연구회, 2002, 176-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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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에 따라 2012년 2월 다시 법을 개정하여 파견 상 업무 규정 위반의 경우 

즉시 고용, 출산ㆍ질병 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의무 규정과 일시ㆍ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 6개월 미만 

사용 규정 의무시 해당 기간 종료 즉시 고용의무,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근

로자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즉시 고용 의무로 개정되었다.129)그러나 고용의

무 규정으로 개정은 오히려 사용사업주가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와 

별개로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초래하므로 

오히려 더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더 후퇴된 개정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실질에 있어서 파견계약을 인

정한 사례 중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바로 현 자동차 사

건이다. 동 사건은 사용사업주가 기존의 법원 판결의 예를 고려하여 불법

파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책임자도 따로 두고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두고자 형식적 측면에서 노력을 했으나 본질적 측면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ㆍ감독 권한 내에 있다고 본 사례로서 도급의 형태로 만연하고 있는 불법파

견 추세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인정되고 있다.130)

현 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 자동차를 상 로 제기한 부

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노동위원회 처분에 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일단 

현 자동차와 사내하청 업체와의 관계에 해 사내하청 업체들이 사업주로

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 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이어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에 한 판단에 있어서 다음과 같

은 기준을 제시하여 판단하 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12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건설현장 등 파견 절 적 금지 업

무 위반의 경우는 2006년 법 개정 시 이미 즉시 고용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130) 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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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

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참가인의 자동차 조립ㆍ생산 작업은 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

흐름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내협력업

체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는 자

들이다.

② 원고들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참가인(현 자동차)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배치되어 참가인 소유의 생산관련 시설 및 부품, 소모품 등을 사용하

여 참가인이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각종 작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단

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 다.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본 

등이 업무에 투입된 바는 없었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 원고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 

순서 등을 결정하 다. 참가인은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내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

는데 이는 원고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작업지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

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 등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

하 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

한 지휘명령이 도급인 등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 다. 

④ 참가인은 원고들 및 그 직 근로자들에 하여 시업과 종업 시간의 결정, 

휴게시간의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결정, 교 제 운 여부, 작업 속도 등을 

결정하 다. 또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그 결원을 체하게 하 다.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ㆍ관리하 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참가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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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판결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들과 컨베이어벨트 좌우로 서서 혼재 작

업을 단순, 반복적으로 행해온 데 해 진정한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것으로 제조업체에 만연하고 있는 혼재 작업에 해 상당한 제어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동 판결 이후 현 자동차 아산공장 생산라인에 근무했던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131)에서 법원은 앞서 울산공장 사

건과 달리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한 일반적 구별기준을 제시하면서 현

자동차와 사내하청 근로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은 부정하고 근로

자파견관계임을 인정하 다. 동 판결을 통해 제시된 근로자파견관계에 한 

일반적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

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

자에 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

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

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

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법원은 ① 현 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

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 장소, 작업 시간 

131) 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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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결정한 점, ② 사내협력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 작업지시를 내렸는데, 현장관리인이 직접 지휘를 했더라

도 이는 현 자동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그 지휘ㆍ

명령이 현 자동차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 자동차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

행한 점, ④ 현 자동차 소속 근로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

로자가 그 결원을 체하기도 한 점, ⑤ 현 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에 한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교 제 운  등을 결정하고, 근태

상황 파악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⑥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

가 현 자동차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하여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사내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자동

차의 필요에 따라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점, ⑦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

자의 담당 업무는 현 자동차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하여 동일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

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

본이 투입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하 다. 

3. 판례의 의의와 한계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사용자 책임을 줄이기 위해 도급 형식을 활용함에 

있어서 과거 SK-인사이트코리아 판결 등에 나타난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

여 형식적 차원에서 현장관리인 선임 등 변화를 주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고등법원132)까지는 현 자동차 사건에 해 근로자파견관계

까지도 부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사실관계를 판단의 요소로 삼아 종

합 고려하면서 결국 법원은 해석을 달리 한 것이며, 사실관계 해석의 차이

를 가져온 두 가지 점을 살펴보면 먼저, 법원은 현장관리인을 통해 지시한 

132)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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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해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결국 하

청업체 사업주를 원청업체의 이행보조자와 유사하게 해석하 다는 점이 의

미가 있다. 또한 법원은 하청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하청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본이 없으며 업무의 독자성이 없어서 결국 사내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회사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編入)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며 

이는 독일의 경우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의 하나인 ‘도급사업장에의 편입’

과 맥락이 닿게 된다.  

독일에서는 1972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었고, 독일에서도 파견과 도급의 

구별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있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노동법원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3자의 사업장에 편입된다는 것과 근로자

가 제3자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보고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근로자 파견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을 취하 다.133) 이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되었으나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연방노동법원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위한 보다 정치하게 세분화된 기준들을 제시해 나가게 되었다. 구별

기준을 계약의 내용과 계약이 실제 실행되는 모습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하

는데, 먼저 계약의 내용은 합의된 계약의 목적으로서 그것이 도급인의 사

업장 내 다른 활동과 구분되거나 수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라면 도급

으로 판단하 다. 또한 수급인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도

급계약상 담보책임인수 등도 판단의 기준으로 추가하 다. 한편 계약이 실제 

실행되는 모습과 관련하여서는 지시권의 실제적 행사방식과 수급인 근로자

가 도급인 사업장에 편입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 중 지시권의 실제적 행

사는 사업장에 투입되는 인원수 결정, 휴식시간 보장, 휴가부여, 근로시간 결

정, 전체 노동과정의 감독 및 관리권을 갖고 있는지, 즉 근본적인 인사상 결

정권한을 누가 가지는지를 갖고 판단하 다. 수급인 근로자의 도급사업장에

의 편입은 종전 도급인 소속 근로자에 의해 수행되던 작업을 인수 받아 수

행하는 경우, 도급인 근로자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수급인 측의 관리감

133) 박종희,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관한 법적 문제”, ｢고려법학｣, 2006,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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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없는 경우 등을 중요 징표로 보고 판단하 다.134) 

계약내용과 계약의 실제 실행되는 방식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던 

독일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은 1990년 에 이르러 본질적인 모든 상황을 전체

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종합적 고려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아

울러 연방노동법원은 당사자간 계약의 자유를 중시하고 민법상 도급에 있어

서도 일의 완성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구속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다는 근거 하에서 도급 인정 역을 늘리고 근로자파견의 인정 

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활동이 외형적으

로 도급인 근로자 활동과 확연히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근

로자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 고 반 로 도급인의 고유 사업

목적과 분리되는 업무의 경우는 다른 구별기준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인정하

고 도급으로 보게 되었다. 아울러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기존의 모든 관점에

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설정하여 판단하는 방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특정 요소가 높이 평가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요소가 높이 

평가되어 법적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별요소를 폭 축소

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결국 독일연방노동법원은 파견과 도급의 

구분에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유형(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체

결의 내용과 실제 수행된 계약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이 일치할 경우 당사자

가 당초 합의한 계약유형 인정,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행과정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 근로자의 도급인 사업장 내로 편입 여부, 근로자의 노

무관리 지시권 행사를 누가 하는지 여부, 도급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를 구별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있다.135) 

우리나라 판례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모두 고려하여 형성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적법한 도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 판례도 일본과 같

이 사업경 의 독립성과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양  축으로 삼고 있다. 

134) 박종희, 위의 논문, 129-130면
135) 박종희, 위의 논문. 132-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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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에 비해 사업장에의 편입과 작업수행 과정에서의 지시권을 중시하

고 있는데 이때 사업장에의 편입은 사업경 의 독립성에 응한 것은 아니

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경

의 독립성을 구별기준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독일의 경우는 일단 묵

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보다는 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적법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를 가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현 자동차 판례에서 보듯이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판단에 있어서 

법원은 결국 수급인의 근로자에 해 사용사업주가 구체적인 지휘ㆍ명령

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해왔는데, 그 기념 징표로서 하청근로자

의 업무가 기존에 원청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인지 여부, 원청근로자가 결근

ㆍ병가시 하청근로자가 체하는지 여부, 하청업자가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

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 징표들은 독일의 ‘도급사

업장에의 편입’과 맥락이 닿게 된다. 즉, 하청업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는 사업체로서 실체는 있으나 도급사업장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특정 사업을 

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하청업체 근로자는 원청업체 사업에 편입될 

수밖에 없고 하청업체의 역할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으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독일의 해석방법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하겠다.136) 

한편 현재 행정부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지침을 현 자동차 판례 등 판례

와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판례의 경우 판단 순서에 있어서 행정부 지침과 

유사하게 먼저 사업경 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노무관리의 

독립성, 즉 사용사업주가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한다. 그런데 현재 지침은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경 의 실체가 없다면 바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로 인정하게 되고, 완전한 실체가 있다고 볼 경우에만 

두 번째 단계에서의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 여부를 검토하는데, 이때의 판

단기준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의 판단기준과 별개로 각각의 단계가 유리되어 

136) 김성호, ‘노동법상 사용자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5집, 2011. 1. 237-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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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된다. 그러나 실제 판례를 보면 순서는 그렇게 따르고 있으나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경 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가 거의 없고 노무관

리의 독립성, 즉 사용사업주가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는가 판단함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의 판단기준인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기계나 설비를 사용하는지,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지 여부, 채용ㆍ해고과정에서 사용사업주가 관여하는

지 여부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어 실제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의 기념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 완전히 사업경 의 실체가 없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고 도급

과 파견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판례와 같이 두 가지 판

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다. 

한편으로는 파견업체로서 사업체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에 있

어서는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에 해서는 전혀 채용이나 해고 등에 관여

하지 않고 다만 계약만 형식적으로 파견업체와 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 고려하여 오히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필

요가 있는 사례도 있다.137) 동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근로자들은 채

용 당시 다른 회사 소속으로 사용사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입사권유를 

받고 사용사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후 급여 수령시 금액이 당초 예

상보다 적어 확인한 결과, 근무는 사용사업체와 하나 소속은 파견업체 소속

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당초 알지 못했던 파견업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4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업현장 감소로 강제 퇴사하게 되었다. 퇴사 과정에

서 근로관계 종료 의사전달 자체는 파견업체가 전달하 으나 근로자 측의 

면담거부로 서면만 전달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례나 행정해석상 기

준을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첫 번째로 이 사건의 파견사업체는 사용사업장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과의 거래 관계도 있는 등 사업체로서

의 실체는 충분히 있어서 사용사업체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 판단해보면 사용사업체가 직접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 기 때문에 파견업체 소속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되게 된다. 실제 이 사건

13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 4. 23. 서울2015부해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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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제명령을 신청한 근로자 당사자들도 사용사업체와의 직접고용관계보

다는 파견업체와의 근로관계를 일단 인정하 기 때문에 판정 자체는 파견업

체를 상 로 구제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실제 근로관계의 본질을 보았을 때는 파견업체가 비록 회사로서의 

실체는 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과 해고,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

서 어떠한 결정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그저 형식적 계약만 맺고 있었음이 명

백히 보이므로 이 경우는 사용사업체와 직접고용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 채용도 직접 사용사업체와의 친분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이며 사용사업체에서 4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파견업체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파견업체 관계자를 면담한 바도 없으

며, 파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서도 사용사업체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었다는 

점을 볼 때 해당 근로자와 파견업체간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

은 사용사업체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 사건 외에도 최근 기업 건설사와 형 인력파견업체를 상 로 건설

현장 근로자 41명이 부당해고를 다툰 사건도 위의 사건과 동일하게 인력파

견업체는 명의만 형식적으로 빌려주었을 뿐, 실제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수

행, 해고의 전 과정을 기업 건설회사가 직접 결정하고 지시한 것이 인정되

어 기업 건설회사와 근로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138)

이렇게 본다면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같이 순서나 단계별 판단기준을 엄격

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서를 고려는 하되, 결국 두 번째 단계에서 

1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 1. 4. 서울2015부해2830, 3060 병합. 동 사건에서 신청인 

근로자들은 당초 기업 건설사를 상 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 다가 자신들

과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형 파견업체에 해서도 추가로 예비적인 구

제신청을 하 다. 이에 해 기업 건설사는 자신들이 파견법상 불법파견(건설업 현

장업무는 파견 절  금지업무)의 책임은 지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파견사업주와 근로

자간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파견업체는 거래상 갑을 관계로 건설사의 요구를 거부하

기 어려워 근로계약서상 명의만 빌려주고, 이미 모두 계산되어 내려온 임금을 지급하

고 수수료만 일부 지급받았을 뿐 채용부터 해고까지 아무것도 관여한 바가 없다며 

파견사업주도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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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체와의 실제 관계를 검토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의 판단기준도 함

께 고려하면서 고용관계의 본질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근로자파견법 개정 이후 남은 법률 쟁점들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할 경우“사

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제1호)”,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

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제2호)”이라고

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에 한 구체적인 내

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파견근

로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는 근속년수의 기산점이나 고용의무의 

이행내용이 사용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사

원인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고용계약의 내용이 다른 무기계약직인지 

여부, 다시 말해 근로계약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 규정139)은 비록 우리나라

139) 김기선, 독일 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1.
독일 근로자파견법 제10조(무효의 효과)
(1)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을 하기로 한 시점에 사용사업주

와 파견근로자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

로제공을 한 이후에 무효가 된 때에는, 무효와 동시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파견기간에 정함이 있고 기간제근로에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문에 

따른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문에 따른 근로관계에 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정해진 근로시간

이 합의된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제1문에 따른 근로관계의 내용과 기간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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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접고용의무 규정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더라도 상당히 구체적인 근로

조건과 고용계약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독일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에 필요한 허가 없이 무허

가 근로자파견을 한 때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체결한 근로자파견

계약 및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고(독일 근로자

파견법 제9조 제1호),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문). 이에 따라 무허가 근로자파

견이 성립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개별 근로관계는 물론 경 조직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등의 집단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취급된다. 

또한 파견기간에 정함이 있고 기간제 근로에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 제1문에 다른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는 기간의 정함

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

로관계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적용되는 근

로조건에 따라 정해진다(제4문 전문). 다만 근로시간과 임금 등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간에 고용의제로 

인하여 성립된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합의했던 

근로시간이 적용된다(같은 항 제3문). 임금에 해서는 직접고용이 의제된 

파견근로자는 최소한 파견사업주와 합의했던 임금을 사용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140)   

독일 파견법이 파견기간에 정함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는 규정에 따른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규정이 적용된

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해 최소 파견사업주와 합의한 임금에 한 청구권을 

가진다.
140) 김기선, “독일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구)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직

접고용의무)규정과의 비교”, ｢노동법학｣ 제46호, 2013. 6., 2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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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원칙이

라고 할 것이다. 우리 파견법의 경우도 근로계약의 기간에 한 별도의 언급

이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 일반에 관한 규정으로 돌아가면 사용사업주의 다

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

생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특별히 기간제로 해야 할 타당한 이

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판단된다.

Ⅲ. 간접고용관계에서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 

파견이나 사내하청에서 제기되는 누구의 근로자인지에 한 문제는 앞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이나 파견과 도급과의 구분

을 위한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개별적 근로관계에

서와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동조합법 적용에 있어 사용자 책임문제는 

또 다른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와 같이 근로자성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즉 “누가 근로자인가” 하는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조합법이 더 넓게 근로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과 판례 입장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학설상으로는 “누구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

는지에 해 근로계약 당사자로 국한할 것이 아니며,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더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분이었

으나 판례는 오랜 기간 동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 역시 근로계약 당사

자 간이거나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

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07년 현 중공업 판례

에 이르러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

하여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노

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결정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 다. 

이하에서는 파견이나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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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지, 즉 누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현 중공업 판례를 

중심으로 그 전후 판례와 학설을 분석해 보고 그 현 중공업 판례의 의미와 

한계 등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현대중공업 사건 이전의 판례와 학설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직접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사업

주가 별도로 있는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있어서 학설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원청이나 파견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부분이었다. 즉, 김유성교수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에 한 설명에서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해 실질적 향력 내지 지배

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 즉 부당노동행위가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이를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의 문제로 보고, 이와 관련하여 부당노

동행위제도를 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다.141) 임종률 교수는 노동조합법상 교

섭의무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를 사용자개념의 확장이라고 표현하 으며 특히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42)고 하 다.

141) 김유성 교수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과 관련하여 일

본의 ‘근로계약관계와의 유사성’ 기준의 경우 사용자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출발점

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유사성이라는 탄력적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노사관계에의 현실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반드시 근로계약관계를 전

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부당노동

행위제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오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유사성이라

는 기준 역시 다른 구체적 징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므로 자족적인 기준이 아니라

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법인격부인의 법리’ 역시 그 적용 상이 너무 한

정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김유성, 앞의 책, 313-314면.
142) 임종률, 앞의 책, 121면 및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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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교수는 “근로계약의 사실적 존부와는 관계없이 계속적 취업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으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

는 자도 단체교섭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 다.143) 특히 김형배 교

수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어서 노무제공을 받는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

사자는 아니나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지배력과 향력을 행사

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도에서 제2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노동

조합은 고용주인 파견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노무제공을 받는 사용사업주에 

해서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교섭 상은 법률에 사용자 

책임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파견사업주에 해서는 임금 기타 우에 관

하여 교섭요구하고 사용사업주에 해서는 근무시간의 배정ㆍ휴식, 작업환경 

등에 해 교섭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144) 이러한 학설의 입장은 일본 최

고재판소의 입장인 “실질적 지배력설”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최고재

판소는 아사히 방송(朝日放 )에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방송국을 상 로 단체교섭거부 

및 지배개입을 주장한데 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해 부분

적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주와 동일시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노동

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성을 인

정하 다.145)

143) 김형배, 앞의 책, 912면. 김형배 교수는 “노동조합에 해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

는 사용자의 개념은 노동조합법이 설정하고 있는 여러 제도(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 

등)의 취지에 비추어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개별적 근로계약법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여 집단적 근로관계법상 사용

자 책임문제는 개별근로관계에서의 그것과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 다. 아울러 

단체교섭상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첫째가 근로계약상의 

고용주이면서 단체교섭의 사용자인 경우, 둘째 파견근로관계에서와 같이 근로계약상

의 고용주와 현실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사용자가 분열(Aufspaltung)되어 있는 경우, 셋
째 항운노동조합 예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고용주가 없으면서 집단법상의 사용자만 

있는 경우 (사용자 개념 확  Erweiterung)로 나누어 설명하 다. 
144) 김형배, 위의 책, 1317면.
145) 最三小判 平7. 2. 28, 勞判 668号, 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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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학설이나 일본 판례의 실질적 지배력설이 사용자 개념의 

확정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

진다고, 즉 근로계약관계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책임을 인

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146)도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파견법 도입 이전 주로 근로자공급사업에 있어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 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계속 부인

하여 왔다. 즉 항운노조 조합원의 노동력을 공급받아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하여 항운노조 조합원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체결

된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147)

그러던 중 현 중공업 판례에 이르러 법원은 기존 판례 입장에서 벗어

나 실질적 지배력설을 인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청에 

하여 부분적ㆍ병존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2. 현대중공업 판결 

현 중공업 판결은 노동법상 누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에 

해 일  전환점을 제시한 판례이다. 해당 판결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아니고 파견사업주도 아닌 원

청사업주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해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즉 일정 부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한 최초의 판

례148)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기존 판례상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근

로자 개념과 사용자 책임에 해 판례가 다소 불명확한 입장을 전개해오던 

146)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 :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학술진흥재단 연구용역, 2010. 10. 16. 59-60면.

147) 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148) 이철수, “판례를 통해 본 사내 하도급의 법적 쟁점”, ｢노동법실무연구｣(김지형 법관

퇴임기념논문집), 노동법실무연구회, 2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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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는 하 으나 노동조

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

자 책임을 져야하는 자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 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부분적으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즉 한 근로자에 

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데 의의가 

있다.149)  

동 사건은 현 중공업의 하청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한 노

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초심이었던 부산지방노동위원회150)

는 현 중공업은 신청인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 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

위에 해서는 초심을 그 로 유지하 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서는 초심을 취소하고 현 중공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지배개입의 부

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의 구제명령을 내렸다.151)이에 불복

하여 현 중공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 으나 제1심152) 및 제2심153) 모두 현

중공업의 청구를 기각하고 법원 역시 현 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 다. 

법원의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 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149) 강성태, 앞의 논문, 25면.
15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3부해206, 224, 225, 228, 246 /부노 81,87,88,89,94 병합.
151) “현 중공업주식회사는 사내 하청기업들에 한 실질적인 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

여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현 중공업사내하청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 또는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중앙노동위원회 2005. 3. 3 결정, 중
앙2004부해 292/부노68 병합.

152)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153)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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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한 행위를 하 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

자에 해당한다.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

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ㆍ개입 행위를 하

다면, 원청회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법원이 이 사건에 있어서 기존 판례와는 다르게 사내하청업체의 사업경

의 독립성을 부정하지 않고, 원청과 사내하청 근로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부분적, 병존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

게 된 논거는 아래와 같다. 먼저 근로조건에 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ㆍ결정할 권리가 있는지에 해 

① 원고 회사가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피고보조참가인 1, 2, 3, 4(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

들이 해야 할 작업 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또 개별도급

계약을 통하여 작업일시,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용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ㆍ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원고회사가 작업시간과 작업일정을 관리ㆍ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총회나 의원 회 등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조활동 시간 보장, 노조간부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보장 등에 

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지위에 있는 점, ② 사내 하청업체

는 위와 같은 작업일시, 장소, 내용 등이 개별도급계약에 의해 확정되기 때문

에 사실상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

해서만 결정하고 있던 거에 지나지 않았던 점, ③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

자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내에

서 작업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계획한 작업질서에 편입되고 원고 회사 직 근

로자와 함께 선박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④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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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하여서도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원

고 회사 공정관리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을 포함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

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

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

위에 있다고 보고, 사내 하청업체의 사업폐지를 유도하는 행위 및 그로 인하

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ㆍ개입 행위를 한 원고회

사를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

행할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기본적 근로조건에 한 

지배ㆍ결정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

부에 하여는

① 원고 회사 사내 하청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2003. 3.경부터 비밀리에 

노동조합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비밀조합원제도를 유지하여 오다가 일부 조합

원의 신분이 노출되자 같은 해 8. 24. 참가인 현 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창

립총회를 거쳐 같은 달 30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었는데, 원고 

회사는 2003. 8. 26. 사내 하청업체 성원기업 표 소외 1로 하여금 참가인 조

합의 조합원으로 드러난 참가인4를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여 

근무 기를 하도록 하 고, 같은 달 29일 소외 1에게 참가인4가 참가인 조합 

임원인 사실을 알려준 점, ② 원고 회사의 사내 하청업체는 부분 원고 회사

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사내 하청업체에 한 개별도급계약의 

체결 여부 및 물량을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다가 그 외

에도 도급계약의 해지, 사내 하청업체 등록해지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사내 하

청업체에 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③ 원고 회사가 사내 하청업체에게 

소속 근로자가 원고 회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회사운 을 방해하고 있

다면서 계약해지 등의 경고를 한 점, ④ 참가인 조합 회계감사인 소외 2가 소

속된 원공산업전기는 2003. 8. 30. 폐업하고, 참가인 조합위원장인 참가인 1이 

소속된 주식회사 진기업은 2003. 10. 8. 폐업하 으며, 그 사이에도 참가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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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속된 동아산업 주식회사, 참가인 조합 사무국장인 참가인 4가 소속된 성

원기업(의방부분만 폐지) 등의 사내 하청업체들이 경 상 폐업할 별다른 사정

이 없음에도 참가인 조합 설립 직후에 참가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 간부임

이 드러나고 근로조건에 한 협상요구를 받은 즉시 폐업을 결정한 것을 볼 

때, 사내 하청업체들의 폐업 이유는 참가인 조합의 설립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⑤ 위 사내 하청업체들은 1997년경부터 설립되어 그 폐업

시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운 되어 온 회사들로서 전에 노사분규를 경험하여 

본 적이 없고, 수십 명의 소속 근로자를 두고 있으며 위 폐업시기가 본격적인 

단체협상을 하기도 전이라는 점에서 위 폐업결정은 사내 하청업체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위 진기업의 경우 폐업결정 직후에 그 부분 

사업을 인수할 효정산업이 설립되었고, 실제로 폐업한 위 진기업 소속 근로

자 상당수가 효정산업으로 적을 옮겨 진기업이 하던 원고 회사 도장5부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동아산업의 경우 폐업공고 직후 신라 주식회사에서 패널 

조립업무에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여 동아산업이 하던 패널 조립작업을 그

로 이어받았고, 원고 회사가 현우기업에 하여 계약해지를 예상하고 있었음에

도 참가인 조합의 임원이 소속된 성원기업 의장부분이 갑자기 폐지되고 성원

기업 의장부분 소속 근로자가 현우기업에 입사하 는데, 세하고 정보력이 부

족한 사내 하청업체들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폐업 및 직원모집, 회사설립 등 

복잡한 업무를 원고 회사의 운 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위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회사가 사업

폐지를 유도하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

해하는 지배ㆍ개입 행위를 하 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 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근

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권은 부분의 사내하청 관계에는 다 적용될 수 있

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조선업의 경우 사내하청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어 있

고 작업구조상 사내하청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이러한 상황을 고

려하더라도 법원에서 원청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 생산공정 하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는 사

내하청 근로자들의 경우도 당연히 원청이 작업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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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근로계약관계는 부정하 더라도 동 

판결이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해 원청사업주가 실질적

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체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노동법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 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154)

동 사건에서는 초심부터 하청 사업주의 사업경 상의 독립성과 실체를 인

정하여 원청과 근로자간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은 부정하여 부당해고 

및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성립도 부정

한바, 이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분리 입장이 보다 구체화ㆍ명확화 되었다고 하겠다.155) 

또한 해당 판결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성 여부, 지배ㆍ개입의 사용자에 

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한 실질적인 향력의 존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학설과 일본 최고 재판소 판례의 실질적 향력설 또는 실질적 지배

력설을 인정한 것이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도 부분적으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한 근로자에 해 둘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

할 수 있다는 부분적 사용자성 또는 중첩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

원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은 다양하고, 노사관계의 변

154)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동 판결 결과를 반 하여 노동조합법 위반에 

한 형사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추적해 본 결과, 별도의 고발・고소 등이 없어 형사기소

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55) 현 중공업 판례의 의의에 하여 강성태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한 기존 판례와 달리 해당 판례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나아가 노동조합법상 불이익취급의 주체로서 사용자

와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승욱 교수는 기존 판례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판정례 인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달리 파악하고 있었

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강성태, 앞의 논문, 25면, 이승욱, 앞의 논문, 
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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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서 그 향도 다각적이어서 그에 응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방법과 내용도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는바,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행위

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

하는 것이 곤란하며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

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

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부작위 구제명령도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156) 

해당 판례의 의의와 아울러 해당 판례가 해결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먼저 

동 사건은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은 부정하면서 노동조합법, 그 

중에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이지만 노동

조합법 사용자 책임을 전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 판

결 이후에도 단체교섭의 상 방으로서의 사용자,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사

용자, 쟁의행위 상 방으로서의 사용자에 해서도 해당 판례의 입장을 인용

할 수 있는지에 한 논란은 남게 되었다. 

또한 동 판결이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그 근거를 근로

조건을 부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위에서 구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원청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유사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인지 아

니면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근로조건을 지배ㆍ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

용자성을 인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원청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한다고 인정하 는데 이

때 원청기업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는 지적도 있다. 즉 하청근로자의 원래 고용주인 하청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전체를 ‘공동’ 또는 ‘중첩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원청기

업이 행사한 지휘명령권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인지 명

확하지 않고 만약 원청기업이 행사한 지휘명령권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는지도 문제가 된다는 견해이다.157) 

156) 이철수, 앞의 논문, 7-8면.
157) 이승욱, 앞의 논문, 242-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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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판단으로는 동 사건은 부당해고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함께 구제신청이 되었다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만 인정된 건으로서 

이는 결국 법원이 불이익 취급과 달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

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원청의 노동

조합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은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논

거가 고용사업주인 하청 사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지배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

는 행위들을 하나 하나 열거하며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원청이 행한 지휘명령권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그 밖의 학설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업무형태가 나타나면서 도급관계를 통한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들도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

설에서 더 나아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확 를 위한 새로운 학설들도 나타

나게 되었다. 그 중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은 근로조건뿐 아니라 노동3권

을 실제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전체로 확 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158) 이러한 입장은 취업조건이나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실질

적 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실질적 지배력설ㆍ 향력설)를 사용자

로 본 기존의 학설은 과거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로계약관계에 구애되

지 않고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면에서 진일보 한 

것이기는 하나 주로 근로조건에 관한 지배력을 중심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

자 책임을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은 노동3

권을 실제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158) 윤애림, “간접고용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 ”, ｢노동법연구｣ 제14호, 서울 노동법연

구회, 2003,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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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

적 단결활동에 향을 미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용자 판단은 첫째, 근로계약관

계의 존부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근로자ㆍ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고, 둘째, 해당 근로자ㆍ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

동에 향을 미친다고 함은 근로조건 뿐 아니라 노동관계 전반에 미치는 

향력, 즉 근로계약의 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근로자의 경제적

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활동 전반에 미치는 향력을 중심으

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셋째,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자는 하나가 아

니라 여럿일 수 있으므로 부분적ㆍ병존적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을 주장한

다.159)

또 다른 견해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우리 노동관계법에서 가장 흔하게 사

용되는 개념이지만 그에 한 명시적 정의는 실정법규 어디에도 없음을 전

제로 사업 개념을 법의 목적에 따라 동태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

내 하도급의 경우 동태적 사업 개념에 따를 때 사내도급에서 도급인의 사업

과 수급인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을 구성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은 

타인의 노동을 사용하는 자에 해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노동법의 요청이라면 그러한 법의 요청이 적용될 수 있는 준거로서의 사업

을 사내도급 관계에서 발견해 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입장이다. 따

라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석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60)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실질적 항력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 범위의 확장이 너무 지나치게 확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

우도 포섭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일근

159) 윤애림, 앞의 논문, 65-70면.
160) 박제성ㆍ노상헌ㆍ유성재ㆍ조임 ㆍ강성태,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9, 65-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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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개정 등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향

을 미치게 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운 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직접적인 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

한 자주적 단결활동 전반에 미치는 향력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을 파악

한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 된다면 사용자 지위의 확정 자체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고 판단된다.

또한 동태적 사업 개념은 그러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근로계약 

당사자와 아닌 자, 그리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자를 항상 같은 책임을 지

우고 법률적으로 취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명기되어 

있으며, 이렇게 헌법상 노동3권을 명문으로 보장한 취지와 그 내용에 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단체교섭 중심설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법원은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등성을 단체적 노사관

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원칙

을 수정하는 신시 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들이므로 이 노동

3권은 다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

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

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라고 하여 결국 단결권과 단체행동

권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장하는 권리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161)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법 역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

해 사용자와 등한 관계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그 입법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도 근로조건에 한 실질적 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

161) 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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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하

청 관계에서 원청사업주, 직접 여기에서 다루지는 않았으나 모자관계 사업체

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근로자와의 관계 등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경

우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ㆍ지휘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

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계

약관계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향력이나 지배

력을 미치는 것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

므로 근로계약관계 근거설이나 유사설에 제한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그

러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는 이론적으로는 간접고용의 다른 유형인 파견근

로에 해 현행 파견법상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을 참고하여, 원

청사업주가 근로조건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결정력을 미치는 근로시간, 산업

안전 등 분야는 원청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론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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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재구성

지금까지 노동법상 근로자ㆍ사용자의 개념, 즉 ‘누가 근로자인가’하는 문

제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인가, 즉 ‘누구의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에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과거 취해왔던 입장과 현재의 입장을 

판례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았고, 유사한 문제에 한 다른 나라

의 응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성 자체에 한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상 보호여부 문제로 주로 논의되어 왔

다.

고용형태 다양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 적용을 위하여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았고, 정부 차원

에서도 각종 보호 책 마련이나 정부입법안도 제출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이에 해 노사 양쪽이 모두 지속적으로 반  입장을 표명하여 입법이 되지 

못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입법가능성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특별법 방

식으로 추진되어 온 입법방식이나 내용의 한계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에 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이 최근 88관광개발 사례를 통해 다

시 한번 명백해짐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노동법상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근로관계를 분리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보호 책 

내용과 입법론 추진경과를 살펴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 적

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가 필요한

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검토해 보면서 해석론 차원에서 노동법 

적용가능성과 그 한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론적 안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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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그간의 논의 경과 

근로자성 여부에 해 가장 논란이 컸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논의

가 부각이 된 것은 2000년  초반부터 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그중에서도 과거부터 근로자성 논의가 많이 두되어 

왔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전개되었다. 정부 차

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은 제2차 노사정위원회(2003. 9.∼2005. 9.) 논

의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가 구성ㆍ운 되면서부터이다. 

동 위원회에서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 줄 것을 

기본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규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 다. 반면 경 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자 업자로서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동 특별

위원회에서는 노사간의 의견차이도 워낙 컸지만 공익위원간에도 합의를 보

지 못하고 4가지 안을 제시하는 공익위원 검토안 제시로 종료되었다.162)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자 정부는 2005년 7월 고위 당ㆍ정

ㆍ청 간담회를 통해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가 직종별로 노동법

과 경제법의 적용사항을 마련하기로 하 다. 그리고 2006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책”을 발표하 다. 아울러 노동법적 보

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11월 노동법학자 중심의 노동부장관 자문위

원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 다. 2007년 4

162) 2005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안.

구분 검토 의견

1안

A직군 근로기준법 준용(골프장 캐디 및 기타 직종 일부)

B직군
근로기준법 미적용(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및 별도의 개별적 권리 보호방안 
마련

C직군 노동조합법 준용(골프장 캐디)

D직군
노동조합법 미적용(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및 별도의 집단적 권리 보호방안 
마련

2안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미적용 및 별도의 집단적 권리 보호방안 마련

3안 노동조합법 원칙적 적용: 개별적 권리 보호방안은 마련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에서만 강
구, 유니언숍과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법 준용에 한 특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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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 위원회는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2007년 6월 동 법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2007. 6. 14. 정

부는 동 법안을 의원입법(김진표 의원 표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 다. 

같은 시기 단병호 의원, 조성래 의원, 우원식 의원 등도 각각 별도 법률안을 

제출하 으나 노사 모두가 김진표의원이 표발의한 정부 주도 법안에 반

하면서 추진동력을 잃고 동 법안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 고 회기만료로 

모든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다. 신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4개 직종에 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산재보험법만 

2007년 개정되었다.163)

Ⅰ. 직종별 보호방안 추진내용

입법추진이 실패한 이후 정부차원에서는 경제법과 사회보험법 역에서 

보호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여 경제법적 보호방안 추진, 산재보험 적용, 

업종별 특성에 따라 각 부처별로 보호 책을 마련하여 시행하 다. 그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을 제정․시행하 고, 2012년 개정한 바 있다 

동 지침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기

사, 퀵서비스기사 등을 적용 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입 강제, 찬조금 등 이

익 제공의 강요, 판매 목표의 강제, 불이익제공(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조건 

변경 등), 경  간섭(거래내용ㆍ지역ㆍ상 방 제한 등), 부당한 비용 징

수, 계약 내용 외 업무 강요, 일방적 손해배상책임 설정 등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불공정거래행위

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절차(임의절

163) 도재형 외 2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연구”,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 정책보고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연구위원회, 
2013. 12., 111-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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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을 거친 후 심사를 하게 된다. 그 심사 결과 위법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부과 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 8.부터 2013. 8.까지 기간 동안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에 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 경고 6건, 시정명령 6건을 내렸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으로 채택하도

록 지도할 수 있다. 현재 건설기계 임 차, 중문화예술인(연기자, 가수) 등

에서 표준약관(계약서)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는 2007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레

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등 4개 직종에 하여 산

재보험 임의적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2012년에는 2개 직종(택배원ㆍ퀵서

비스기사)에 해 추가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14. 12 현재 특수형태근로종

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4%에 불과하다.164) 2009년에는 레미콘ㆍ덤프

트럭ㆍ화물자동차 운전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골프장 캐디, 택배기사(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등 6개 직

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 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국민임 주

택 우선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직종별로 주무부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상으로 추진한 

보호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보험설계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2007년부터 ｢표준위촉계약서 모

범규준｣ 을 보급․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계약 체결 기간 및 업무 위탁 

범위, 계약 내용 변경 절차, 불공정행위 금지 기준, 해지 요건, 불공정행위 

등에 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보험업법 제

85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3을 신설하여 불공정행위(위탁계약서 미교부, 약

정 사유 없는 계약해지, 약정 외 업무 강요, 수수료 미지급, 납 강요 등) 

금지 규정을 마련하 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회사에 

164)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현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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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업의 일부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보험업법 제134조).

② 지입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08년 “건설기계임 차 표준계약

서”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상 건설기계 가동 시간, 임 료의 지급 시기, 계

약의 해제, 임 인 및 임차인의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 다. 이후 2011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차, 택배)에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명시 

및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다. 즉, 동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의16은 해당 계약기간 및 갱신, 교통사고 보상, 사고 처리, 보험 가입, 

계약 해지사유 등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 다. 그리고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

다.

③ 리운전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 리

운전자율구제사업 추진계획｣ 을 수립ㆍ추진하 다. 당시 리운전 보험 가입 

확 , 교통법규 준수, 리운전 기사에 한 생계 침해 행위(불공정계약, 부

당ㆍ착취행위) 금지 및 지도ㆍ점검 등 사업을 추진하 다. 

④ 예술인과 관련하여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ㆍ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예술인 복지사업 근거, 산재보험 가입 추진,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등이다.165)

Ⅱ. 입법 추진 내용 및 평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서는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한 노동법 적용확 를 추진한 바 있다. 입법방식은 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 개정을 통한 개별법 개정방식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식 두 가지 다. 이 중 그 보호 수준이 가

장 높은 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들

을 근로자 범위에 직접 포함시키는 것이다. 단병호 의원 표 발의 ｢근로기준

165) 도재형 외 2명, 앞의 논문,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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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개정법률안｣ (2004. 7. 12. 의안번호 170169), 홍희덕 의원 표 발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5. 11. 의안번호 1804813), 심상정 의원 

표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3. 의안번호 1900465), 이

목희 의원 표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3. 의안번호 

1901510)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166)

또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고자 한 것이 단병호 의원 표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1. 3 의안번호 175624), 우원식 의

원 표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2. 13. 

의안번호 176119), 홍희덕 의원 표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

부개정법률안｣ (2009. 5. 11. 의안번호 1804812), 심상정 의원 표 발의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7. 3. 의안번호 464), 김

경협 의원 표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9. 5. 의안번호 1901589)이다.167)

16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내용 비교, 앞
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 정책보고서｣, 130면. 

표
발의

개정 조문 관련 내용

단병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항 
신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홍희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후단 추가

이 경우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특정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위하는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업주로부터 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심상정 상동

이 경우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이목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개정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 또는 서비스를 
직접ㆍ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이의 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포함한다 

16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법 적용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 비교, ｢경제사

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정책보고서｣,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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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는데, 앞서 언급한 정부 주도의 특별법안이 김진표 의원 표 발의로 

2007년 입법추진된 것이 특별법안이 있으며, 그보다 조금 일찍 조성래의원

안으로 표 발의한 것이 있고, 2008년에 김상희 의원 표발의 법안이 있

다.

먼저, 조성래 의원 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6. 12. 21 의안번호 175785)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정 사업

주와 근로계약 외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직

접 제공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주에 의

하여 지급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

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 그 밖에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심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한 자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및 제4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

의위원회를 두도록 하 다(제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

서는 ①노무공급계약의 서면 체결 및 교부(제7조), ②정당한 사유 없는 계

약해지 등의 제한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제8조 및 제9조), ③보수 

지급 원칙 및 시효(제10조 및 제11조), ④휴가(제12조), ⑤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휴직(제13조 및 제14조), ⑥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제15조), ⑦

표 
발의

개정 조문 관련 내용

단병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개정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
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
은 자로부터 가를 얻어 생활하는자

우원식 상동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 상 방에 하여 노무를 제공
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사업주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 
기타 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홍희덕 상동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심상정 상동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주의 다른 사업주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
하고 그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김경협 상동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
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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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16조), ⑧사업장규칙의 작성․신고․변경(제17조), ⑨산업안전보

건법의 준용(제18조), ⑨감독 및 감독기관에 한 신고, 시정조치(제28조 내

지 제31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과 관련

해서는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 직업별조합 설립

권(제20조), ②사업주와의 교섭 및 체결권한(제21조), ③집단행동의 금지(제

22조), ④분쟁조정절차(제23조 내지 제27조) 등에 관해 규정하 다.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법 적용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었다(제19조).

한편, 제18  국회에서는 김상희 의원 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8. 11. 11. 의안번호 1801891)이 제출되었

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조성래 의원 안과 거의 같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기초위원회” 활동결과를 담아 추진

한 김진표 의원 표 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007. 6. 14 의안번호 176863)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유사

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정

의하 다(제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①노무공급

계약의 서면 체결 및 교부(제6조), ②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해지 등의 제한, 

계약해지의 예고 및 부당해지에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제7조 내

지 제9조), ③보수 지급 원칙 및 시효(제10조 및 제11조), ④연차휴가(제12

조), ⑤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휴직(제13조 및 제14조), ⑥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제15조), ⑦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제16조), ⑧고충처리(제17

조), ⑨직업능력개발(제18조), ⑩법 위반 계약의 효력(제19조), ⑪감독기관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관해 규정하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과 

관련해서는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체 조직 및 가입의 자유(제20조), ②

사업주와의 협의권 및 사업주의 협의 의무 발생 요건(제21조), ③협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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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제22조), ④분쟁조정절차(제23조 내지 제28조), ⑤조직․가입 방해 행위 

금지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제29조 및 제30조) 등에 관해 규정하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법, 고용보

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적용한다고 규정하 다(제31조).168) 

그러나 이러한 입법 추진 노력은 당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법으로 인

해 오히려 기존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있는 노무공급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로 분류되어 그 보호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반 와 개인 사업

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 적용을 반 하는 경 계 반 로 말

미암아 결국 입법에 실패하여 폐기되었고 현재 19  국회에서는 이목희 의

원, 심상정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개정법

률안이 상정되어 있을 뿐이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3년 1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의 의무화, 부당 계약해지의 금지, 보수 지급 기준, 휴일 및 

연차휴가,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고충처리 등의 ‘근로기준’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노동 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및 권리 구제 체계, 노동

위원회의 조정․중재 및 시정명령 체계 등을 담은 ‘집단적 교섭단체 구성 

및 권리 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화, 보험료 

부담 최소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부여 등을 

위한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 가칭 ｢특수형태근로종

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169) 

그러나 지금까지 입법 추진 경과를 살펴볼 때, 2007년 당시 입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에도 입법이 되지 않았던 점, 무엇보다 노동계에서 특

별법 형식의 입법에 해 반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입법안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경

16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정책보고서｣, 2013, 127-128면
169) 국민권익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방안｣, 2013. 1., 동 제도개선안을 고

용노동부에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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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반 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입법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 방식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를 그 로 추가하여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시키도록 하는 것은특수

형태근로종사자가 인적 종속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근로자 개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입장이라고 하겠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

로시간이나 근무장소에 있어서 자율성이 크고,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의 사업장내 근무형태나 처

우수준이 직종별로 그리고 종사자별로 워낙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시

간, 휴일, 휴가, 연장근로 등에 해 엄격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위반

한 경우 형사 벌칙까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한다는 것은 그 

적용의 타당성에 한 심각한 문제제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종의 유사근로자로서 보아, 근로기준법의 일

부 규정을 일반 근로자에 비해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집단적 교섭단체 구성 및 단체교섭이 아닌 협의권을 보장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역시 아래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

다. 첫째,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핵심기준만 적용한다고 하

더라도 직종간 업무수행 형태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해당 조항들의 일괄적

인 적용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아울러 유사근로자와 근로자의 구분이 

모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범주에 포함되어 그 보호수준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둘째, 노동조합법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단체로서 노동조합에 준하여 보호하는 

수준인데,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교사와 같이 이미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있는 상황과 경제적 종속성에 따른 교섭력의 차이

를 시정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상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적합한 방식이 아

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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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법에서 소외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보다 현

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을 어떻게 모색할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

여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제2절 외국의 해석론과 입법례

고용형태 다양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근

로계약이 아닌 위임이나 도급계약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나 특정사업주에 

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유형의 노무제공 

형태는 다른 나라에도 확산이 되어 있으며 이들에 해 별도의 입법적 규율

을 하는 입법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 먼저 별도의 입법적 규

율을 하는 나라들을 유형별로 보면,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근로관계법

에 특례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특별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전자

는 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으로 입법적 규율을 두는 국가의 부분이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후자의 특별법 제정 방식은 이탈리아가 있는데 

이탈리아는 개별법적 보호방안에 해서만 특별법을 두었고 집단적 근로관

계에 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법에을 그 로 적용하고 있다.170) 

그리고 별도의 입법적 규율 없이 해석론을 통해 고용형태 다양화에 응

하고 있는 나라 중 표적인 예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개별 법률의 입

법목적에 따라 근로자 개념을 해석하고 있으며 판단기준도 법률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들어 노동조합법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 

개념 징표를 새로이 제시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단체교섭청구권

을 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해석론을 

통해 근로자 개념을 확 해나가는 일본, 미국의 사례와 입법적 규율을 통해 

노동법적 보호를 확 해나가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70)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법학｣, 한국

노동법학회, 2006, 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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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석론적 접근방식 

1. 일본

헌법상 노동3권 보장 등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노동법체계를 가진 나라

가 바로 일본이다. 근로자 개념에 해서도 개별 법률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의 정의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171) 일본의 경우에도 최

근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통한 노무 활용방식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한 판

례의 입장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노동기준법의 경우 전통적인 사용종속

성이 그 로 유지172)되어 오는데 비해 최근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근로자 

17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일본 노동기준법 제9조에서는 “이 법률에서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조의 사업 또는 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자로서 임

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3조에서는 “이 법률에

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2)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일단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검토 상이 되는 노무공급계약의 내용 전

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종합판단의 기준은 노무공급계약에 있어 ‘사용종속

성’ 존재 여부에 두고 있다는 점에 체로 일치한다. 그런데 이 중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에 한 판단기준에 해 인적 종속성과 경제적 종속성의 복합개념이라고 

보는 복합설이 학설과 판례의 다수설이라고 하겠는데,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리딩 케이스로 흔히 일컬어지는 大塚印刷事件의 東京地判(昭和 48. 2. 6) 판례도 

복합설의 입장에 선 것으로 동 판결에서는 사용종속관계의 징표로서 “① 작업의 의

뢰, 업무종사에 한 승낙거절의 자유 유무, ② 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의 유무 – 근무

시간(시업 및 종업시의 정함), 근무장소의 지정, ③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

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복무규율의 적

용, ④ 노무공급의 체성의 유무, ⑤ 업무용 기구의 부담관계, ⑥ 보수가 노동 자체

의 상적 성격을 가지는가 아닌가 – 생활보장급적 요소, 노동의 질에 한 격차, 결
근 공제, 초과근로수당 등의 유무, 부수적으로 급여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유무, 나아

가 퇴직금제도의 존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 다. 강성태. 위의 박사 논문, 
72-81면 참조

이후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여 일본에서 근로자성에 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

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그 표적인 것이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노동기준법연구회(이하 ‘노기법 연구회’라 한다)의 활동이다. 노기법 연구회는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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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한 확 와 새로운 판단기준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법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근로자 개념 확  적용사례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는 우리

나라와 달리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은 자유로우나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

동행위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문제가 

주로 제기된다. 일본에서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해 노동기준법의 

사용종속성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닌지에 해 많은 논란

이 있어 왔으나 관현약단의 악단원, 오페라 단원,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주택설비기계 수리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최고재판소 판결이 잇

따라 나오면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한 기준이 정립되어가고 있

다.173)

12. 9. 근로자성 결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1) 사용종속성에 관한 판단기준

  ① 지휘감독하의 근로의 판단기준 

     구체적 업무의 의뢰/ 업무 종사의 지시 등에 한 승낙거절의 자유 유무/업무수

행상의 지휘감독의 유무 

  ② 보수의 노무 상성 판단기준

     보수의 성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일정시간 노무를 제공하는 데 한 

가로 판단되는가

(2) 근로자성의 판단을 보강하는 요소

     사업자성의 유무(기계 등의 부담관계, 보수의 액수)
     전속성의 정도 (타사 업무의 종사에 한 제도상 사실상의 제약, 보수의 생활보

장적 요소 여부)

이 보고서는 1985년까지의 판결에 나타난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종속성이라는 상위 개념에 입각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후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로 기능하고 있다; 최석환, “일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 ｢노동법학｣, 제52호, 2014, 339면. 
173) 이하에서 소개되는 두 개의 최고재판소 판결이전에 먼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에 한 리딩케이스로서 CBC 관현악단 사건(1976년)이 있었다. 동 사건은 CBC 방송

사 관현악단에 소속된 악단원들이 방송사를 상 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방송국은 

이들 악단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소

송이 제기된 것이었다. 이들 악단원은 당초 전속출연계약으로 출발하여 갱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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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최고재판소는 신국립극장운 재단사건(新國立劇場運營財團事

件, 이하 ‘신국립극장사건’이라 한다)과 INAX메인테난스(ﾒ ﾝ ﾃ ﾅ ﾝ ｽ) 사건

(이하 ‘INAX사건’이라 한다)을 통해 각각의 원심을 깨고 그 입장을 명백히 

하 는데, 동 판결들은 ① 노무제공자가 그 기업의 사업수행에 불가결한 노

동력으로서 사업조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② 업무발주에 해 승낙에 

한 자유가 있는지 여부, ③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④ 

업무수행시간, 장소, 방법 등에 해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⑤ 보수가 노

무의 가로서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 중 

한 1년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 회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 방송프로그램 내용 등

에 따라 방송출연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회사 출연계약은 금지되었다. 이후에는 자유

출연계약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른 회사 출연도 자유롭게 되었으나 동 회사의 요청

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출연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최고재판소는 먼저, 사업조직으로

의 편입을 지적하 는데, 출연계약에 의해 방송국은 방송사업의 수행상 불가결한 연

주노동력을 항상 확보할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악단원은 사업장에 편입되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승낙의 자유’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전속계약에서 나중에 자유출연계

약으로 바뀌고 타사 출연도 자유럽게 된 측면이 있으나 법원은 “출연에 해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단지 그 임의의 협력만을 기 한 것이었다고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출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회사 출연을 이유

로 출연하지 못할 경우라도 그 자체로 출연계약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으로 판단하 다. ‘시간적 구속’에도 주목하 는데 악단원은 출연시간외에는 원칙

적으로 자유이지만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또한 일방적으로 악단원에게 출연을 요구

할 수 있고 악단원이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기본적 관계가 있는 이상 출연시간이 아

무리 감소한다 해도 악단원의 연주노동력의 처분에 해 회사가 지휘명령의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다. 보수에 해서도 악단원의 출연보수는 

유명예술가와 달리 ”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연주라는 노무의 제공 그 자체의 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그
런데 동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후반, 非勞働者化 전략이 확 되어가는 과

정에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여부에 해 법적 지휘명령, 지배감독관계의 유무에 의

해 판단되어야 하며 경제적 약자인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신국립극

장 사건의 원심이었던 東京地判 판결처럼 동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과 다른 하급

심 판결들이 등장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한 판단에 혼란을 주기도 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CBC판결의 취지를 살린 최고재판소 두 판결이 나옴으

로써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여부에 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이 비교적 명확해졌

다고 하겠다. 최홍엽,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에 한 일본의 논의 – 2011년 최고재

판소의 두 판결을 계기로-”, ｢법학논총｣ 제19집 제3호, 2012, 481-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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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다섯 번째는 노동기준법에 한 최고재판소 판단요소와 같지만 앞

의 세 가지 요소는 노동조합법의 고유한 판단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두 사건

의 판결내용에 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174)

먼저 신국립극장 사건은 극장과 출연계약을 체결한 오페라 가수가 출연계

약이 종료되자 해당 가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극장운 재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제기된 사건이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신국립극장운 재단

은 극장을 관리운 하는 주체로서 오페라 공연에 출연하는 합창단 멤버를 

선발하고 합격자와 1년 단위로 연간 시즌의 모든 공연에 출연이 가능한 계

약멤버와, 재단측이 지정하는 특정 공연에 출연가능한 등록멤버로 나누어 출

연계약을 체결해왔다. 소외 A는 계약멤버로서 1999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

지 4시즌에 걸쳐 매년 재단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연마다 개별계약을 

또 체결하여 공연을 해왔다. A는 2003년 2월 재단으로부터 같은 해 8월부터 

시작하는 시즌에 해 심사결과 계약멤버로서 불합격이라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A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재단에 해 A의 차기 시즌 계약에 한 단체

교섭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A와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절

하 다. 노동조합은 이 불합격조치 및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는 취지로 동경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 고 동 위원회는 단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불합격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

라고 결정하 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의 입장을 그 로 유지하 다. 이에 

재단과 노동조합은 국가를 피고로 하여 각각 재심사신청이 기각된 부분에 

해 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해 최고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

다.175)

174) 이하 판결내용은 최홍엽, 위의 논문, 466-470면.
175) 최고재판소 판결에 앞서 1심인 東京地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넓게 인정한 

CBS 관현악단 판결과 달리 2008. 7. 31. ① 계약멤버는 기본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

로는 개별공연에 출연할 법적 의무가 없고, 승낙 여부의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

며, ② 개별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현실로 지휘감독을 받는 적이 없거나 

개별 공연 출연에 있어서 지휘감독도 오페라 공연이 집단적 무 예술이라는 점으로

부터 발생하는 점, ③ 기본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 보수의 지불을 받지 않는다는 점, 
④ 계약내용을 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계약멤버가 공연출연에 의해 생계



- 133 -

첫째, 출연기본계약은 연간 많은 오페라 공연을 주최하는 재단이 심사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가창력을 지닌 사람을 원칙적으로 연간 시즌의 모든 공연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 계약멤버로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계약멤버는 시즌의 

공연에 불가결한 가창노동력으로서 재단에 편입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기본계약 자체로 개별 공연출연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멤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모두 자유롭게 공연을 사퇴할 수 있다

고 할 수도 없으며, 실제로 계약멤버가 개별공연으로의 출연을 사퇴한 예는 출

산, 육아와 다른 공연으로의 출연 등을 이유로 하는 아주 적은 경우에 그러한 

것으로 보면, 각 당사자의 인식과 계약의 실제 운 면에서는 계약멤버는 기본

적으로 X재단으로부터 개별 공연출연계약 신청에 응해야 할 관계에 있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셋째, 계약멤버와 재단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기본 계약의 내용은 재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계약멤버가 어떠한 형태로 가창의 노무를 제공하는가에 

해서도 오로지 재단이 연간 시즌 공연건수, 상연종목, 각 공연 일정 및 횟수, 

필요한 연습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넷째, 계약멤버는 재단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그 지정하는 공연종목에 

응하여 가창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가창 내용에 해서는 재단이 선정

한 합창지휘자의 지휘를 받고, 참가상황에 해서는 재단의 감독을 받았다는 

것으로 볼 때, 계약멤버는 재단의 지휘감독 아래 가창의 노무를 제공했다고 해

야 한다. 

다섯째, 계약멤버는 출연기본계약서의 별지 ‘보수등 일람’에 적은 단가 및 

계산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의 지불을 받고 있었으며 예정된 시간을 초

과하여 연습에 참가한 경우는 초과연습수당도 지불되었고, A에 지불된 보수 

합계는 약 300만엔 정도로 그 보수는 가창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한 가

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A는 재단과의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를 유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되는 ‘법적 지휘명

령, 지배감독관계’의 유무와는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A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가 아니라고 하여 재단의 청구를 인용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 다. 이에 국가와 

노동조합이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 로 인정하 고, 국가와 노동조

합은 다시 상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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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동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 일반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개

별사실관계를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판단하 고 그 첫 번째 요소가 ‘사업조직

으로 편입’이다. 사업조직으로의 편입이 무엇을 의미하여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해서는 하나의 사업체 아래 조직되어 있는 사업

조직이며, 그 중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원래의 사업 그 자체의 

운 이 불가능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무

의 시간, 장소, 방법에 한 지휘감독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판단요소인데 

노동기준법에서 가장 우선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이나 노동조합법에서는 그 

우선순위가 낮으며, 지휘감독의 요소도 노동기준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것

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구속이 발생한다면 긍정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노동기

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INAX사건에 해 사실관계와 최고재판소의 판결내용이다.176) 동 

사건은 모회사인 I가 제조한 화장실, 욕실, 주방 등에 관계된 주택설비기계

의 수리보수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X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

는 수리기사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해 수리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제기된 사건이다. X사의 종업원은 

200명인데 비해 수리보수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는 약 590명이며 수리보수 업

무의 부분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X사는 모회사인 I사의 이미지를 손

상하지 않기 위해 수리기사에 한 각종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거나 이에 기

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하 다. X사는 고객으로부터 수리보수 등의 발주를 

받아 이것을 수리기사에게 할당하고, 수리의뢰를 받은 수리기사는 고객을 방

문하거나 할 때 X사의 제복을 착용하고, 그 명함을 휴 하여 업무를 하 다. 

업무종료시에는 X사에 서비스 보고서를 냈다. Z1 조합은 주로 운수업에 종

사하는 근로자에 의해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Z2 조합은 그 하부조직이다. A 

176) INAX ﾒ ﾝ ﾃ ﾅ ﾝ ｽ 事件 最三小判 2011. 4. 12. 2009年(行ﾋ) 제473호 不當勞働行爲救
濟命令取消請求事件, 최홍엽, 위의 논문, 470-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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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는 수리기사에 의해 조직된 분회이며, Z1과 Z2조합의 하부조직에 해당

한다. Z1, Z2 및 A분회는 2004년 9월 6일, X사에 해 수리기사의 노동조

합 가입 통지와 아울러 근로조건 변경 등은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와 합의

를 거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을 의제로 한 단체교섭을 신청하 다. 이

에 해 X사는 수리기사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Z1 조합 등은 2005년 1월 오사카 노

동위원회에 단체교섭거부에 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 다. 노동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발하 다. 이에 

X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 고 중노위는 이를 기각하 다. 이어

진 행정소송에서 제1심은 재심사명령취소 청구를 기각하 지만 제2심인 항

소심에서는 수리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사명령을 취소하 다.177) 이에 해 최고재판

소는 일반이론 전개 없이 사례판단의 형식을 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

다. 

(1) X의 종업원 중 수리보수 업무를 현실적으로 행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극

히 일부이며, X사는 주로 약 590명 수리기사를 관리하고 전국 담당지역에 배

치하여 일상적인 수리보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어, 수리기사는 X의 위 

사업 수행에 있어서 불가결한 노동력으로서 그 항상적인 확보를 위해 X의 조

직에 편입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수리기사와 X와의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은 X가 정한 ‘업무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 규율되거나, 개별수리보수 등의 의뢰내용을 수리기사측에서 

177) 항소심이 이유로 든 것은 ① X와 수리기사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지만 개별업무는 

X사로부터 발주를 승낙하여야 이루어지고, 업무위탁계약과는 관계없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어 승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 ② 수리기사가 업무를 실제로 언제 어떠

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가에 해서는 전면적으로 재량에 맡겨져 있고, 업무의 수행

에 해 X사로부터 계속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③ 보수도 수리기사의 재량에 의한 

청구액의 증액을 인정한 위에 그 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른 성과로서 지불하며, 독자

의 업활동을 하는 것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리기사는 X사의 업무위탁

자이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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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도 명백하기 때문에 X사가 수리기사와의 계약내용

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3) 수리기사의 보수는 X사가 미리 결정한 고객에 한 청구 금액에 그 수리

기사에 해 X사가 결정한 급수에 따른 일정 비율을 곱하고, 이에 시간외수당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므로 노무제공의 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4) 업무위탁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X에게 이의가 있으면 갱신되지 않고, 

담당지역도 X가 결정했고, 보수액도 X가 정한 수리기사 급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리기사는 기본적으로 X에 의한 개별 수리보수 등의 의뢰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5) X사는 모회사인 I사의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해 접객태도까지 기재된 각

종 매뉴얼을 배포하고 그에 기초한 업무수행을 수리기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수리기사는 그 업무방식을 따르고 동시에 장소적, 시간적으로도 일정한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6) 수리기사는 독자적인 업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독자의 

업활동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수리기사가 실제

로 업주체로 수리업무를 한 예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

한 예외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이상의 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면, 수리기사는 X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의 INAX 사건은 일본에서도 확 되고 있는 기업들의 비노동자화(非勞

働 化) 전략, 즉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과거 직접 고용하던 근로자들을 업무

위탁이나 업무처리도급 형태로 근로자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전략에 해 

그 실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 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개의 최고재판소 판결과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2011년도 후생노동성 내 자문기구인 노사

관계법연구회의 보고서이다. 이러한 보고서가 연구되게 된 배경에는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업무위탁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개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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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수가 110만에서 125만 명 정도까지 추정되는 등178) 노무공급 형태가 

다양화되었으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립된 기준이 없어 법적 안정성

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 보고서는 앞서 두 판례

와 2010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쿠하이(ンクハイ)사건 판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179) 소쿠하이사건은 소쿠하이 운송회사와 운송도

급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에 종사해온 배달원으로 구성된 연합유니온동경

소쿠하이유니온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 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해 이

를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안에 해 구제신청이 제기된 것이

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동 판정에서 업무위탁 형식에 기하여 노무를 제공하

는 자에 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 다. 

회사와의 업무위탁의 계약형식에 의해 노무를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① 

당해 노무공급을 행하는 자들이 발주처의 사업활동에 불가결한 노동력으로서 

항상적으로 노무공급을 행하는 등, 말하자면 발주처의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있

다고 말할 수 있거나, ②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 실제로 

등한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합의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 의해 일방적, 정형

적, 집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나, ③ 당해 노무공급자에 한 

보수가 당해 노무공급에 한 가 내지는 이러한 가에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판단요소에 비추어 단체교섭의 보호가 가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동 판정에서는 소극적 요건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 “당해 노무공급자

178) 동 보고서에서는 개인청부형 취업자에 한 공식통계가 없어 그 총수를 정확히 파악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山田久의 인구조사로부터 추계한 2008년 기준 약 110만명 

연구결과와 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의 실태와 과제｣ (2007) 
연구에서 125만명으로 추계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個人請負型
就業者に関する研究会報告｣, 2010년(平成22年) 4월,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최종방문일 2015. 12. 11.

179) 이하 판정 내용은 최석환, 앞의 논문, 350-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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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적 판단요소

① 사업조직에 한 편입 : 노무공급자가 상 방의 업무 수행에 블가결 내지 핵

심적으로 필요한 노동력으로 조직 내에 확보되어 있는가

② 계약 내용의 일방적 정형적 결정 : 계약의 체결 태양으로부터 근로조건이나 

제공하는 노무의 내용을 상 방이 일방적ㆍ정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가 일정 정도의 설비, 자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타인을 사용하고 있는 등

으로 그 업무에 관해 스스로의 계산으로 이득을 얻는 기회를 항상적으로 갖

는 등 사업자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하여 강한 사업자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부인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기준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배달원은 ① 회사의 기업조직으

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서류 등 배송업무의 의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수행에 불가결한 노동력을 항상적으로 공급하는 자로서 회사의 

사업조직에 강력히 편입되어 있으며, ② 배달원의 보수 등 계약내용을 회사

가 일방적, 정형적,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③ 배달원의 

수입은 서류 등 배송업무에 관한 노무공급에 한 가로 봄이 상당하며, ④ 

배달원은 배송업무의 수단 일부를 소유하고 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으나 

이들은 사업자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될만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의 계

산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측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고 하면서 “배달원은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유사한 계약에 

의해 노무를 공급하고 수입을 얻는 자로서 사용자와의 등한 교섭을 확보

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 다. 

노사관계법연구회 보고서는 위의 소쿠하이 사건에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을 반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회가 제시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다.180) 

180) 勞使關係法硏究會報告書 “勞働組合法上の勞働者性の判斷基準についで”, 2011, 후생노

동성 http://www/mhlw.go.jp, 최종방문일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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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수의 노무 가성 : 노무공급자의 보수가 노무공급에 한 가 또는 그에 

유사한 것으로서의 성격을 갖는가

(2) 보충적 판단요소

④ 업무의 의뢰에 한 응낙의 의무 : 노무공급자가 상 방으로부터의 구체적 

업무 의뢰에 해 기본적으로 응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가

⑤ 넓은 의미에서의 지휘감독 하에서의 노무제공, 일정한 시간적 장소적 구속, 노
무공급자가 상 방의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의 공급을 행하고 있다고 넓은 의

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가, 노무의 제공에 있어 일시나 장소에 관해 일정한 

구속을 받고 있는가 

(3) 소극적 요소

⑥ 현저한 사업자성

노무공급자를 항상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이익을 얻을 기회를 갖고 스스로

의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가

상기 기준에서 ①은 노동력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

교섭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②는 노무공급자가 노무를 제

공받는 자와의 사이에 교섭력 격차가 있어 단체교섭에 의한 보호가 보장되

어야 함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③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정의규정에 명시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응하는 것으로, 

노무공급자가 스스로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얻고 있음을 나타내는 근

거로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①내지 ③을 기본적 판단요소로 보고 있

다.181) ④와 ⑤는 보충적 판단요소로 평가되는데 ④의 경우는 ①의 보강요소

로 고려된다고 한다. 즉 ④가 긍정될 경우 ①을 강화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설령 거절의 자유가 있어 ④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정에 

근거하여 ①이 긍정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 소극적 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거절의 자유는 형식적, 계약적 차원이 아니

라 실제 운용을 중시하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⑤

는 인적 종속성을 나타내는 징표인데, 일본의 노동조합법 제3조182)는 노동기

181) 최석환, 앞의 논문, 359면.



- 140 -

준법 제9조18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이 없는 관계로 

근로자성 판단의 기본적 판단요소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다만 ⑤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는 보완적 판단요소로 고

려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그보다 넓은 의미에서 지휘감독 혹은 노무공급의 일

시 및 장소에 한 일정한 구속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84) 그리

고 동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위의 각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

자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본적 판단요소들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

은 경우에도 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단독 판단시 근로자성

이 바로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요소와 함께 종합판단을 하여 근로자성이 긍

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185)

최근 일본의 경우 비록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186)이기는 하지만 프랜차이

즈 가맹점주인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에 해 사업자이더라도 경제적 종속성

으로 인하여 교섭력의 열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정이 나와 다시 한번 노동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차이를 확인하 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의 편입, 계약내용

의 일방적 결정, 교섭력의 격차, 경제적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 노동조합법의 

182) 이 법률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183) 이 법률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조의 사업 또는 사무소에서 

사용되는 자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184) 최석환, 위의 논문, 360면.
185) 勞使關係法硏究會報告書 “勞働組合法上の勞働者性の判斷基準についで”, 2011,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최종방문일 2015. 12. 15.
186) 2014. 3. 岡委平成22年 (不) 第2号不当勞働行爲救濟申立事件. 일본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mhlw.go.jp/churoi/, 최종방문일 2015. 12. 15. 동 사건에서 오카야마 지방노

동위원회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회사를 상 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데 

해 가맹점주는 자신의 자본을 투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기는 하나 노동조

합법상 근로자에는 근로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라 하더

라도 상 방과의 개별 교섭에 의해서는 교섭력에 격차가 발생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

생하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집단적인 교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자도 포함되

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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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상이 됨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 판정에 해 동 판정은 자신의 노동력

만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사업주인 노무제공자에 한 

판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판정들과 차별화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가 그러한 노무제공자에 해 단체교섭의 보호를 부여해야 할 노무의 내용

은 무엇인지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187) 

일본의 경우 판단기준이 비교적 명확했던 노동기준법과 달리, 좀 더 폭넓

게 근로자를 인식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해서는 최근 업무위

탁형 자 업자가 늘어나면서 하급심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결이 나타나면서 

법적 불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2011년 최고재판

소 판결과 노사관계법연구회의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 이

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노무공급의 다양화 추세 가운데에서 노동조합법의 보

호가 필요한 노무공급자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미국 역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별도의 입법적 규율은 없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근로자 정의에 한 법률 규정 자체가 모호188)하기 때문에 판

례를 통해 근로자의 범주가 정해져 왔고, 주로 특정인과 거의 전속적으로 일

187) 山川和義, “フランチャイズ加盟店主の勞組法上の勞働者性”, ｢서울법학｣ 제23권 제1
호, 2015년 5월, 277-305면.

188) 예를 들어,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employee means any individual 
employed by an employer)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행위

하는 자를 포함하며, 공공기관도 포함한다. 그러나 노동단체가 직접 고용주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단체나 노동단체의 행기관으로 행위하는 자는 포함하지 아

니한다. employer includes any person act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interest of an 
employer in relation to an employee and includes a public agency, but does not include 
any labor organization (other than when acting as an employer) or anyone acting in the 
capacity of officer or agent of such labor organization.) 29 U.S.C. § 203(d), 29 U.S.C. § 
20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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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립자 업자(independent contractor), 즉 우리나라의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와 근로자의 구분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최근 미국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파트타임, 계약 근로자 등 비전형근로

자(contingent worker)189)190)가 증가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근로자 여부에 한 판단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상당수의 독립자 업자들이 주로 하나의 계

약자에게 수입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협상력도 동등하지 않기 때

문에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나 회색지 에 있는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고 그에 따른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누가 근로자인가’ 하는 근로자 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른 해석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 업자 중 특정 사업주에 한 전속성이 높은 자 업자에 한 판단도 해

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법률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

리나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상 

자 업자와 근로자의 구분 기준을 정립한 미국 연방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최근 판례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보험판매인의 퇴직

189) “contingent worker”라는 용어는 1985년 노동경제학자인 Audrey Freedma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GOVERNMENT ACCOUNTING OFFICE, Contingent Workers : Income and 
Benefits Lag Behind Those of Rest of Workforce, Report No. GAO/HEHS-00-76, 3면
(2000), available at http://www.gao.gov, 최종방문일 2015. 12. 22.

190) 미국 노동부는 비정규 근로자(contingent worker)를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지속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자로서 다만 은퇴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가 없었더라

면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개인적 사유로 직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those who do not have an implicit or explicit contract for ongoing 
employment. However, perseon who do not expect to continue in their jobs for personal 
reasons, such as retirement or returning to school, are not considered contingent workers, 
provided that they would have the option of continuing in the job were it not for these 
personal reasons.)라고 정의하고 있다.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Contingent and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 
(February 2005), 2면, available at http://stats.bls.gov, 최종방문일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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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장법 적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근로자 개념 판정에 있어서 처음 활용된 기준은 지휘감

독권 기준(right of control test).191)이라고 하겠다. 동 기준은 근로자 개념이 

제기되기 시작한 산업혁명시 부터 나타나게 되었는데 당시 근로자 개념이 

쟁점이 된 것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해 일을 시킨 사업자가 감독자 책임원칙(doctrine of respondeat 

superior)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다. 즉 법원이 

일을 시킨 사업자에게 그 지시를 받아 수행하던 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

에 해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그 업무지시가 구체적이고 그 업무수

행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있었을 때에 정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었

을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 지휘감독권 기준이 처음 사용된 것은 Railroad 

Co. v. Hanning, 82 U.S. 649(1872) 다.192) 

191) 지휘감독권 기준(right of control test)은 19세기 중반 국과 미국 법원에서 감독자 

책임원칙하에서의 배상책임을 신 져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을 그 시초

로 보고 있다. 국법원 판례인 Sadler v. Henlock 사건 [119 Eng. Rep.209 (1855)]은 

하수구를 청소하고 정비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땅 주인이 작업자가 구멍을 제 로 

메우지 못하여 그 파놓은 구덩이를 지나가던 여행자의 말이 구멍에 빠진 사건으로 

법원은 땅 주인(landowner)이 명백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땅 주인과 작업

자(laborer) 사이에 master와 servant 관계라고 보고 책임을 지도록 하 다. 미국법정에

서 동 기준이 적용된 최초의 판례는 Boswell v. Laird, 8 Cal. 469(1857)로서 소유지에 

댐을 짓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땅 주인이 그 댐이 무너져 이웃의 땅을 침수시킨 건

에 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건이었다. 미리 결정된 예산과 정해

진 시기 내에 댐을 건축하게 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땅 주인이 계약된 작업내용을 구

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 다고 보아, master와 servant관계를 인정

하지 않았다; Gerald M. Stevens, The Test of the Employment Relations, 38 MICH. L. 
REV.188, 189-194(1939).

192) 이 사례에서 법원은 철도회사의 부두를 수리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제3자가 다친 것에 해 철도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 다. 즉 “...모든 상세

한 사항이 회사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계약자에게는 일이 잘되도록 하라

는 일반적인 임무만 부여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회사는 무슨 일이 행해져야 하는

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이것이 손

해배상 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함으로서 법원은 지휘감독권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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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법원은 Singer Manufacturing Co. v. Rahn, 132 U.S, 518(1889)

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휘감독권 기준의 정의를 내렸다. 이 사건에서 원

고는 재봉틀 회사인 Singer사의 판매원이 업무 도중에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회사에 신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하 다. 결국 세일즈맨이 Singer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일단 주어진 계약하에서 회사는 언제든

지 세일즈맨을 해고할 수 있고, 업에 필요한 말과 마차도 지급하 으며, 

세일즈맨은 Singer사의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고 만약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

매하면 수익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무엇을 해야할

지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할지, 즉 일의 결과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지

시할 권한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master와 servant 관

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 다. 

이 당시에는 의무적인 노동보호법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가 큰 중요성을 갖지 않았다.193)

이후 20세기 초에 이르러 지휘감독권 관련 판단요소가 더 확 되어 가면

서 Lehigh Valley Coal Co. v. Yensavage 사건194)에 이르러 처음으로 법률의 

목적과 경제적 실체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등장한다. 동 사건에서 광부인 원

고는 자신이 산재보험법에 한 보상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

으며 사용자는 이를 부정하 다. 법원은 계약상의 피상적인 규정보다는 실제 

근로여건을 초점을 두고 보았다. 그리고 사용주의 사업에 광부의 일이 편입

(integration)이 되는지, 사용자와 광부와의 관계에 경제적 힘의 관점에서 사

용자가 얼마나 지배력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또한 법률의 목적

활용하여 판결을 내렸다. 즉,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고, 회사가 

고용된 쪽의 일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회사

가 고용된 사람들의 고용주(master)라고 결정한 것이다. Thomas M. Murray, 

Independent Contractor or Employee?, Misplaced Reliance on Actual Control Has 
Disenfranchised Artistic Workers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16 CARDOZO 
ARTS & ENT LJ 303면, 308면.

193) Richard R. Carlson, Why the Law Still Can’t Tell an Employee When it Sees One and 
How It Ought to Stop Trying, 22 BERKELEY J. EMP. & LAB. L.295(2001). 309-311면.

194) 218 F.547 (2d Cir.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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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도 보아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광부를 근로자로 인정하 다.195) 

뉴딜 입법 이후 경제적 실체(economic reality)와 법목적(statutory purpose) 

기준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뉴딜 입법으로 근로자 지위 문제는 매우 중요

한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common law 시 의 지휘감독권 기준(the right 

of control test)이 뉴딜입법 하에서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법률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것인지에 한 의문에 봉착

하게 되었고196), 경제적 실체 기준197)과 법목적 기준198)이 일련의 판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Hearst 판례는 일명 와그너법이라 불리는 노사관계법199)의 근로자성이 쟁

점이 된 사례이다. LA 지역 일간 신문 발행자들이 신문의 보급을 맡고 있는 

신문판매원(newsboys)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발생하 는데 신문

발행자들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 다. 연방 법원은 신문발행자

들이 신문판매원들의 작업내용을 설정하고 이윤을 결정하며 계약내용에는 

없지만 작업조건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신문을 진열하는 방식까지도 

정하고 홍보물도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195) 동 판례에서 Hand 판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 다. “법률은 그 경제적 여건이 도움

을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률에서 사용된 ‘employed’라는 

용어는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보호가 필요한 곳에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196) John Brunz, The Employee/ Independent Contractor Dichotomy : A Rose Is Not Always 

A Rose, 8 HOFSTRA LAB, L.J. 337-348면(1991).
197) 경제적 실체 기준의 일부 요소는 지휘감독권 기준의 요소와 같다. 일반적으로 법원

에서는 경제적 실체 기준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적용한다. 1) 사용자의 

근로자에 한 지휘 통제의 정도, 2) 근로자의 이익이나 손실을 볼 가능성, 3) 근로자 

의 사업에 투자여부, 4) 근로관계의 지속성, 5)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정도, 
6) 근로자의 일이 사용자의 사업에 핵심적 요소인지 여부, 이 중 특정요소가 결정적

이지는 않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즉 경제적 실체가 특정 사업주에게 완

전히 의존적이면 근로자이다. Bartel v. Birmingham, 332 U.S. 126, 130(1947).
198) 법목적 기준은 Lehigh Valley Coal Co. v. Yensavage 판례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NLRB 

v. Hearst Publication, Inc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었다.
199)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29 U.S.C. §§ 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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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지휘감독권 기준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될 정도이나 법원에서는 더 

나아가 노사관계법에서의 근로자의 지위는 보통법상 지휘감독권 기준

(common law test)200)이 아닌 경제적 실체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을 명백히 하 다. 즉 법원은 근로자 여부 판단에 있어서 신문판매원들이 보

급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신문판매원들은 신문발행자들이 공급가

와 신문판매가격을 모두 결정하기 때문에 신문 판매수익이 고정되어 있어서 

일을 수행하는데 이윤이나 손실을 입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경제적 실체 측

면을 고려하 다. 또한 법목적 기준 또한 적용하 다.201) 법원은 노사관계법

의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관계법의 적용은 과거의 정형적 근로관계에만 국한

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적인 관계이

며 교섭력이 등하지 않은 관계에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2)

Hearst 판결 이후 의회는 노사관계법을 개정203)하면서 Hearst 판례에 한 

반 의 입장을 표명하 다. 그리고 독립자 업자를 근로자의 개념에서 명시

적으로 제외하 다.204) 의회는 Hearst 판결이 당초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근

로자(employee) 개념을 더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근로자(employee)”

는 직접적인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독립자 업자

(independent contractor)”는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하며 임금이 아닌 수익

200) 미국 연방 법원 판례에서는 앞서 살펴본 근로자 개념 판단에 있어서 지휘감독권 기

준(the right of control test)을 common law test, common law control test, 또는 common 
law agency test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 동 판례는 법목적 기준(statutory purpose test)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법률상 

용어는 경제적 관계로 연관된 사실들과 해당 법률의 목적과 연계되어 해석되어져야 

한다. 법률의 보호가 필요한 관계에 해서는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That term must 
be understood with reference to the purpose of the Act and the facts involved in the 
economic relationship. Where all the conditions of the relation require protection, 
protection ought to be given.)” NLRB v. Hearst Publications, Inc., 322 U. S. 124-128.

202) NLRB v. Hearst Publications, Inc., 322 U. S. 128-129.
203) 개정법률이 소위 Taft-Hartley 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노사관계법(Labor Management 

Relation Act. 29 U.S.C. §§ 151-169)이다.
204) 29 U.S.C § 152 “ 근로자라는 용어는 독립적 자 업자 지위를 가진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The term “employee”...shall not include.... any individual having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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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 다.205) 이러한 

의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Taft-Hartley 법 개정 이후 법원은 다시 보통법상 지

휘감독권 기준(common law control test)이 적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휘감

독권 기준이라 하더라도 거의 단순한 “control”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었다. 

Taft-Hartley 법 개정 이후 근로자 정의에 관한 첫 판결로 NLRB v. United 

Insurance Co. of America (1968)가 있다. 동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의회

의 뜻을 존중하여 근로자를 개인사업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보통법상 지휘감

독권 기준(common law agency test)를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206) 그러

나 실질적으로 Heart case에서 활용되었던 경제적 실체분석이 상당수 활용

되었으며 근로자 지위에 관한 “총체적인 사실관계 분석”(total factual context 

of employee)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 분석을 위하여 고려할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열거하 다. ① 일하는 시간과 장소, ② 종사자의 작업과 회사의 일

상적인 운 과의 관계, ③ 근로자가 회사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지 여부, 

④ 일에 한 지도나 지침의 존재 여부, ⑤ 종사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

할 수 있는지 여부, ⑥ 회사의 휴가프로그램이나 연금혜택을 받는지 여부 

등을 근로자 지위결정의 고려요소로 제시하 으며 이 중 어느 하나도 결정

적이지는 않다고 선언하 다.207) 이러한 입장은 그 이후 판결에서도 그 로 

205) 이러한 의회 입장은 의회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H.R. REP. No.245, 18면(1947) 
“... 의회가 노동법을 통과시킬 때는 그 당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 로 해석

될 것을 의도하여 한 것이지, 9년 후에 노사관계위원회가 생각해 낸 새로운 의미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법률에서 ‘근로자’(employee)와 ‘독립자 업자’(independent 
contractor)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노사관계위원회가 행한 것과 법원이 동 위

원회의 전문성에 한 잘못된 신뢰로 그 결정을 인정해 준 것을 바로잡기 위해, 동 

법률은 ‘근로자’의 정의에서 독립자 업자를 제외한다.”
206) NLRB v. United Insurance Co. of America, 390 U.S. 256, 258 “당초 동 법원은 Hearst 

Publications 사건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률의 목적과 연혁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

져야 한다고 결정하 다... 그러나 이에 한 의회의 반응은 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었다... 법 개정의 목적이 노사관계위원회와 법원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독립자 업자

를 구분함에 있어서 보통법상 지휘감독권기준(commom law agency test)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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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었다. 208) 

한편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는 노사관계법과 차이가 있다. 

즉 공정근로기준법에도 “근로자(employee)”는 “고용된 사람(any individual 

employed by an employer)”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고용하다”의 의미를 다른 

법률보다 확장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209) 연방 법원은 1947년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사건에서 economic realities test를 채택하면

서 근로기준법상의 독특한 정의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포괄범위는 넓어

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Rutherford case는 도축장에서 뼈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 직원(meat boners)들이 도축회사를 상 로 근로자임을 주장한 소송으로 

법원은 이들이 ① 도축회사가 제공한 장소와 작업도구를 가지고 작업한 

점, ② 이들이 별도의 비즈니스를 위하는 것도 아니며 도축회사를 옮겨다

닐 수 없다는 점, ③ 회사의 매니저가 작업에 해 관여했다는 점, ④ 이들

의 수입은 작업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임을 인정하 고 

특정한 요소가 결정적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the circumstances of the 

whole activity)을 고려하여 결정하 음을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다른 사건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Goldberg 

v. Whitaker House Cooperative, Inc. 사건에서는 조합의 멤버인 재택근로자

를 고용의 기술적 개념(technical concepts)보다는 “경제적 실체”를 고려하여 

근로자로 인정하 다.210) 또한 Tony and Susan Alamo Foundation v. 

Secretary of Labor 사건에서는 재단의 associates들이 재단에 오랜 기간 동안 

전속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 다.211)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연방항소법원들도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있어서 경제적 

실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제9연방항소법원은 Donovan v. Surway 

207) United Ins. Co of America, 390 U.S. 258-259.
208) Allied Chem. & Alkali workers, Local Union No. 1 v. Pittsburgh Plate Glass Co., 404 

U.S. 157 (1971), NLRB v. Town & Country Electric, Inc. 516 U.S. 85 (1995)
209) 29 U.S.C. § 203(g) “고용하다”는 “일을 시키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

다.(employ includes to suffer or permit to work).
210) 366 U.S. 28(1961).
211) 471 U.S. 29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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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ers case에서 법원의 근로자 판단요소를 재정비하여 밝힌 바 있다. 즉 

근로자 여부에 한 판단요소로 6가지를 제시하 는데 첫째, 일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용주의 지휘감독의 정도, 둘째,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에 따

라 이윤을 얻거나 손해를 입을 기회가 있는지 여부, 셋째, 작업에 필요한 도

구나 재료에 투자를 하는지 여부 및 작업보조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제공되는 서비스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지 여부, 다섯째, 근로관계의 지속

성 여부, 여섯째, 제공되는 서비스가 고용주의 사업에 필수적 요수인지 여부

가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적용은 계약내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행해지

는 내용을 보고 검토되는 것이며 어느 특정 요소가 결정적이지 않고 전체적

인 상황(the circumstances of the whole activity)을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경제적 실체 측면에서 특정 개인이 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212) 

그런데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정의와 그에 한 연방 법

원의 해석이 오히려 노사관계법보다 더 넓은 것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미국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의 경우 그 실질적인 규제 내용이 아동근

로금지나 최저임금, 초과근로 규제 등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근

로시간이나 임금 등에 한 광범위한 규제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기준

법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퇴직소득보

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상 근로자 인정 여부에 

한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 v. Darden case 에서도 이에 한 언급

이 있는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연방공정근로기준법이 아동근로금지 법

률에서 비롯되어 다른 법률보다 더 넓은 근로자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213)

212) 656 F.2d 1368(9th Cir. 1981).
213) Nationwide Mut. Ins. Co., 503 U.S. 326; “공정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는 아동

근로금지규정에서 명백하게 비롯되었고 퇴직소득보장법의 근로자 정의보다 더 넓다. 
퇴직소득보장법과 마찬가지로 공정근로기준법도 근로자를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자’ 
(individual employed by an employer)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고용하다’(employ)의 의미

를 ‘일을 시키거나 노무를 제공받다’(suffer or permit to work)라고 별도로 더 넓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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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퇴직소득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상 

근로자 개념에 해서도 미국 연방 법원은 법률상 모호한 근로자 개념214)

의 해석을 위해 기존의 노사관계법상 근로자 판단에 활용되던 control test 

방식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 판단방식으로 인하여 사건에 따라 동

일한 기준이지만 결과는 달리 나타나고 있다. 1992년 연방 법원은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 v. Darden 사건에서 지휘감독권 기준

(common law control test)을 적용하 다. 19년 동안 Nationwide Insurance 

Co.의 보험판매인으로서 종사해 왔지만 독립자 업자라는 이유로 퇴직소득

보장법상 퇴직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 해 

연방 법원은 아래의 기준들을 적용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하 다. 즉, ① 결과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수단에 한 사용자의 권한, ② 

요구되는 기술, ③ 작업장소, ④ 관계의 지속성, ⑤ 사업주가 종사자에게 추

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⑥ 작업시기, 기간 등에 한 통

제 여부, ⑦ 종사자의 작업이 사업주의 일상적인 사업의 한 부분인지 여부, 

⑧ 세금관계나 근로자복지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 다. 

이후에도 연방 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Vizcaino v. Microsoft Corp(1996) 사례에서는 결론은 반 로 

Microsoft사의 프리랜서들을 근로자로 인정하 다. 동 사안은 당사자가 

Microsoft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판례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Microsoft사에서는 “freelancers”을 고용하면서 employee 

benefit을 받지 않는 신 더 높은 임금을 받도록 하 고 이 조건에 당사자

들도 동의하 다. 그리고 이들은 통상 2년이 넘는 일정기간동안 Microsoft사

의하고 있다. 그 후자의 정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정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자’의 개념을 전통적인 지휘감독권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으

로 확장시키고 있다.”
214) 29 U.S.C. §1002(6), “근로자는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employee means 

any individual employed by an employer)”, “고용주는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고용주

로서 직접 행위하는 자,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한다(employer means any person acting directly as an employer, or indirectly in the 
interest of an employer, in relation to an employee benefi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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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일을 해왔다. 이들은 작업장에 전속(fully integrated)되어 있었고 정

규직 근로자와 한 팀에 구성되어 일하였으며 같은 지휘감독을 받고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며 동일한 핵심근로시간에 근무하였다. 또한 회사측이 사무실

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출입카드를 받았고 회사로부터 사무용품

과 기기들을 제공받았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 다른 

색의 배지와 다른 e-mail address를 부여받고 공식교육을 덜 받았으며 임

금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자신들이 한 작업내용과 근무한 시간등을 

기재한 invoices을 제출하고 별도 계좌를 통해 대가를 지불받았다. 이러한 사

실관계를 두고 법원은 Microsoft Corp.가 freelancer들의 일에 대해 지휘감독

을 행사할 권한(right of control)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였다.215) 

Ⅱ. 입법론적 접근방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자영업자

이면서 종속성이 강한 노무제공자에 대해 입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국가들

이 있는데, 이들 입법례를 검토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안 모색

에 시사점이 있을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215) 법률과 법원에 따라 근로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1994년 흔히 Dunlop 위원회라고 불리는 미래 노사관계 위원회에서

는 근로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economic realities test”를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

였다. 또한 같은 해 상원의원인 Metzenbaum은 입법적 해결을 위해 노동법 보호대상

을 part-time,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 독립자영업자, 기타 contingent worker에게 모두 

확대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Contingent workforce Equity Act”(일명 Metzenbaum 
Bill)도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 정의를 명료하게 하

기 위해 Independent Contractor Tax Simplification Act이 1998년 하원의원이었던 

Jennifer Dunn 의원에 의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안에만 그치

고 근로자 여부는 연방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 152 -

1. 독일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입법적 규율을 하는 표적인 국가로 독

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노동법은 통상적으로 적용 상을 근로자와 함께, 

유사근로자도 일부 보호 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는 근로자, 자 자, 

유사근로자의 삼원적 모델로 되어 있다. 

법률 규정이 존재하기 전, 유사근로자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3년 

당시 제국노동성의 고위공무원이었던 Melsbach가 근로자는 아니지만 그들과 

동일한 경제적 조건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에 해서도 노동법의 규

정을 적용하고자 제안하면서부터이다. 당시 Melsbach는 유사근로자를 ‘일종

의 노무제공자로서 근로자와 유사한 경제적 조건 하에 활동하는 자’를 의미

한다고 정의하 다.216) 

유사근로자 규정이 법률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26년에 제정된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이다. 동 법 제5조에서 노동법원의 관할 상인 근로자

의 개념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특정 타인의 위임과 계산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특히 원료나 재료를 스스로 조달하는자”를 추가하여 유사

근로자 개념을 만들어내었다. 이후 1934년 개정 노동법원법은 유사근로자 

개념을 더욱 정형화하여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특정 타인의 위임과 계

산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또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유사하다

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 다. 노동법원법은 전통적인 유사근로자 집단으로 

‘가내근로자’를 유사근로자로 통합하여 근로자와 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 

216) Melsbach의 제안 이전에는 일반적 근로자 외에 가내근로자와 가내수공업자만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취업자로 보았고 이들에 해서는 이미 1869년부터 노동법 보호 상

으로 부분적으로 편입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된 독일 

노동법학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근로자를 모델로 하 기 때문에 인적 종속성

만을 중심표지로 발달하 고, 경제적 종속성에 의하여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발생하는 

노무제공자를 상으로 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Melsbach의 제안은 

가내근로자를 넘어서 노동법 보호 상을 확 해나가는 시초가 되었다고 하겠다; 박지

순, ｢독일의 유사근로자(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유형과 노동법상의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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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하 고, 동시에 그 자체로는 추상적 기준인 경제적 종속성을 전통적인 

근로자에 한 결정적인 비교요소로 제시하 다. 또한 동 법률은 독일상법전 

제92조의 a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개 회사 전속적 리상이 월 1000유로 이하

의 수입을 올리는 경우 이를 근로자로 의제하면서 그와 같은 전속적 리상

의 유사근로자성을 추정하 다.217)  

유사근로자에 한 규정을 가진 또 다른 법률이 연방휴가법이다. 1963년 

연방휴가법은 유사근로자의 휴가에 한 실정법적 청구권을 최초로 명시한 

법으로서 입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연방휴가법은 유사근로자에 하여 다른 

요건을 정함이 없이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자’로만 표현하고 있으며 당시 각 

주별로 별도로 존재하던 휴가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그 로 수용하 는데 기

존 휴가법상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직업군은 가내 근로자, 리상, 예술

가, 음악가, 작가, 신문기자 등이었다. 동법은 “유사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휴

일의 최저 기준에 관해 근로자와 등가된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

다.218) 

이어서 유사근로자 개념이 확산되어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포함되게 된 것

은 1960년  후반부터 1980년  초반에 걸쳐 매스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자유공동작업자219)들이 방송국을 상 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벌이면서 

217) 박지순, 앞의 책, 9-10면.
218) 오상호, “독일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자성 판단”, ｢강원법학｣ 제44권, 2015, 374-375면.
219) “일반적으로 자유 공동작업자라 함은 방송, 화, 신문 등의 매스 미디어 역을 비

롯하여 문화, 교육 역 등을 포함한 직종, 직역에서 보여지는 취업자의 유형으로 예

를 들어 카메라맨, 음악가, 아나운서, 리포터, 시나리오 작가, 가수, 배우, 감독, 프리

랜서 등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및 화제작회사의 스텝, 저널리스트, 서커스의 

곡예사, 학이나 전문학교의 조교, 스포츠의 트레이너 등을 말한다. 이들은 자기의 

노동력의 처분에 관하여 특정한 위탁자에게 전속적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서 자유를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 활동 역에서의 일정한 위탁

자의 사업조직 하에서 하나의 성과달성을 위하여 다른 취업자와의 항상적인 ‘공동작

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 공동작업자라고 일컬어진다. 자유공동작업자들 중에

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방송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해오던 

사람들로서 1970년  들어 경기하락에 따라 방송국에 의한 위탁 취소가 빈번해지자 

이에 항하여 방송국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하 던 것이다. 당초 법원은 이들의 근로

자성을 부정하 으나 1973년부터 1978년까지 553건에 이르는 유사한 양상의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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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적 종속성220)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근로자 결정 기준에 해 재

검토를 요구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한 결과 다. 즉, 1974년 

단체협약법에 처음으로 자유 공동작업자들도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유사

근로자 개념이 포함되었는데 단체협약법 제12조의 a 는 유사근로자의 개념

을 “근로자와 비교가능할 정도의(또는 유사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모

든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자이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동 개념 정의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떄문에 이에 한 구체화는 학설

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또한 동 법률에서는 방송사의 종사자나 예술분야 종

사자는 어느 한 사업주에게서 자신의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 경제적 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입법적

으로 예술분야와 언론분야의 자유공동작업자들을 가능한 한 넓게 단체협약

제도로 편입시키고자 하 던 것이다. 그리고 동법상 제시된 ‘사회적 보호 필

요성이 있는’이라는 표현과 관련하여, ‘경제적 종속성’만 규정되어 있는 노동

법원법과 연방휴가법과 비교하여 새로운 요건으로 해석하여 단체협약법의 

범주를 더 좁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종속성을 일종

의 상위개념으로 이해하고 가치평가적 판단의 요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이나마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화의 근거가 바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점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221)

한편 유사근로자 역시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에 한 해석

계속되면서 법원이 인적 종속성에 한 기존 근로자 개념 판단방식을 바꾸면서 근로

자로 인정한 바 있다; 강성태, 앞의 박사학위논문, 58-59면.
220) 독일은 노동법을 ‘근로자를 위한 특별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Arbeitnehmer) 개념은 노동법의 기초 개념이 된다.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널

리 알려져있고 독일 판례에서도 주로 인정되어온 것이 Hueck 이론이다. Hueck의 근

로자 개념에 관한 3  요소는 첫째가 노동(Arbeit)로서 경제적 의미에서의 노동이며, 
둘째는 계약(Vertrag)으로서 독일 민법 제611조 이하의 고용계약이 독립적 고용과 종

속적 고용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종속적 고용계약에 해당하고, 세 번째는 

인격적 종속성으로서 노무공급자 중 근로자를 구별하는 핵심적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이상 독일의 전통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이론은 오상호, 앞의 논문, 349-354면 참조. 

221) 박지순, 앞의 책,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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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데 이에 한 판례의 입장을 보면 단체협약법 개정 이후 경제적 종

속성과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한 하위 지표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나타났

는데, 일단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해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위탁자의 수 및 재

정적 요소가 핵심적인 지표가 되었다. 행위의 지속성은 위탁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적 종속성은 증가한다고 보았다. 그

러나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은 없고 판례마다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위탁자의 숫자, 즉 위탁자

가 1명인지 또는 다수의 위탁자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도 경제적 종

속성 판단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1인의 위탁자를 위해 일할 경우 그 종속성

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재정적 요소도 경제적 종속성의 보

완지표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정 계약상 방과의 관계에 경제적 중점이 명백

하게 놓여있어, 그로부터의 위탁이 없으면 자신의 경제적 존립을 유지하기 어

려울 정도로 나타난다면 경제적 종속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보호 필요성에 해서는 보수액과 재산액, 일신전속적 노무제공인지 

여부가 그 판단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존립의 취약점, 즉 자기 고유한 독립적 생계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기본 특징이므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의 요소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근

로자와 유사근로자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본다. 그리

고 임 소득, 연금소득, 자본소득과 같은 재정적 요소는 유사근로자성 판단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소득이 상당하

여 노무제공관계에 한 의존성이 크지 않을 때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부

인될 수 있다. 이 경우도 자산소득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보장

할 수 있을 때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222)

유사근로자에 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노동법률에 적용범

위를 두고 적용하고 있는데 유사근로자를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법률은 독

일 연방노동법원법, 단체협약법, 연차휴가법, 산업안전보건법, 가족돌봄휴직

222) 박지순, 앞의 책, 2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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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편평등법, 연방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한편 독일 사회보험법은 근로자라

는 개념 신 “취업자(Beschäftigte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상의 취업자는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근로자 유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223)

2. 영국

국의 경우 특별법이 아닌 개별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노

무공급자(worker) 개념224)을 도입하여,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

다. 고용계약 일반적 내용, 계약해지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용권법

(Employment Rights Act, 1996)에서 노무공급자에 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아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구두 또는 문서상 계약에 따라, 본인이 직접(personally), 직업상 고

객이 아닌 계약상 방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225)라고 규정되어 있다. 

223) 독일 사회법전 제4편; 오상호, 앞의 논문, 351면.
224)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는 employee라고 표현하므로 worker는 그와 구별되는 다른 용

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중립적 의미에서 “노무공급자”로 표현하도록 하겠다.
225) §230(3) 이 법에서 노무공급자는 아래 계약하에서 근로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a) 근로계약 또는 

(b)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 즉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구두 또는 문서상 계약에 

따라, 계약상 방(이때, 계약상 방은 그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직업상의 고객이 

아닌 자이다)을 위해 노무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In this Act“worker”means an individual who has entered into or works under
(a) a contract of employment, or
(b) any other contract, whether express or implied and(if it is express) whether oral or in 
writing, whereby the individual undertakes to do or perform personally any work or 
service for another party to the contract whose status is not by virtue of the contract that 
of client or customer of any profession or business undertaking carried on by the 
individual;
and any reference to a worker’s contract shall be construed accordingly.
(4) 이 법에서 사용자(employer)는 근로자 또는 노무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나 노

무공급자를 고용하는(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했던) 자를 의미한다.
In this Act “employer’, in relation to an employee or a worker, means the pers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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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무공급자(worker)에 한 핵심적인 기념 징표는, 노무를 공급(work)하는 

것,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하에서, 수행되는 업무상 고객이 아닌 거래상 방

(another party)을 위해, 그리고 몸소(personally) 노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업무의 비 체성과 특정 사업자에 한 전속성의 개념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노무공급자 개념은 1998년 최저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근로시간규정(The Working Time Regulations)에도 반

되었으며, 노동조합 설립과 운 ,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Trade Union & Labor Relation Act, 1992)에도 

고용관계법과 유사한 노무공급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동일임금

법(Equal Pay Act, 1970),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1975), 장애

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5), 인종관계법(Race Relation 

Act, 1976), 산업안전보건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등에도 노

무공급자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에서는 사회보험이 근로자나 자

업자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노무공급자(worker)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

금, 실업, 산재,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226). 

3. 프랑스

프랑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유사근로자나 준근로자에 해 

별도의 개념 정의를 입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제적 종속성을 고

려하여 특정 직종에 해 그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규제를 입법화하고 있

다.227) 노동법전(Code du travail)에 의하면, 보호 상이 되는 직종은 직업언

론인(L.7111-1조 이하),228) 오페라가수･배우･무용가･음악가･오케스트라 지휘

whom the employee or worker is (or, where the employment has ceased, was)employed.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 최종방문일 2015. 12. 30. 

226) 이승욱 외 3명,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

역, 2011, 193-194면. 
227) G. Auzero et E. Dockès, Droit du travail, 29e éd., Dalloz, 2014, 243면.
228) 직업언론인(journaliste professionnel)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언론사에서 언론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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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예술인(L.7121-1조 이하), 모델(L.7123-1조 이하), 공동주택의 수위 내

지 기타 관리인(L.7211-1조 이하), 가사사용인(L.7221-1조 이하), 외무원･ 리

인･외판원(VRP: Voyageurs, représentants et plqciers, L.7311-1조 이하), 가내

근로자(L.7411-1조 이하)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특성을 고

려하여 각 직업별로 고유한 규율을 하고 있다.229) 이하에서는 가사사용인, 

VRP, 가내근로자, 예술가 및 모델에 관한 법적 규율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사사용인(employé de maison)은 사인에 의해 고용되어 가사 내지 돌봄

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L.7221-1조). 명백히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노동법

전의 규정(예컨 , 정리해고 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가사사용인에게는 노동

법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정신적 학 의 금지(L.1152-1조 이하), 

성희롱의 금지(L.1153-1조 이하), 5월 1일 노동절(L.3133-4조 이하), 연차유

급휴가(L.3141-1조 이하), 경조사휴가(L.3142-1조 이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위험의 예방(L.4421-1조 이하) 등은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된다.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 등은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가사사용인에

게 적용되는 단체협약230)에서는 1주 40시간, 연장근로, 해고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231) 

VRP의 경우 기업외부에서 고객 확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률에

서 정한 요건232)을 충족할 경우, VRP와 그 사용자 사이에 리를 목적으로 

의 직업 활동을 통상적이고 주되게 행하고 그것에 의해 주된 소득을 얻는 자를 의미

하고, 이에 해당하고 고정 보수를 받는 프랑스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일하는 통신원은 

직업언론인에 해당한다(L.7111-3조).
229) 조용만,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노동법적 접근｣, 한국노

동연구원, 2003, 25-27면.
230)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salariés du particulier employeur du 24 novembre 

1999. 
231)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IDCC.do?idConvention=KALICONT000005635792&fastR

eqId=415910236&fastPos=15&oldAction=rechConvColl, 최종방문일 2015.12.31.
232) 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를 위하여 일할 것, ② 리인으로서 직업을 사실상 

배타적이고 상시적으로 수행할 것, ③ 본인을 위한 어떠한 상업적 활동을 실제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④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재화 내지 용역의 종류, 활동지역 또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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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 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에 해당하고(L.7313-1조), 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L.7313-4조). VRP와의 계약에 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이 최저 

1월에서 최고 3월로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 형태의 보수 지급 시 3개월마다 

정산의무(L.7313-7조) 등이 있다. 근로시간이 강제되지 않으며 자신의 재량

으로 활동을 하는 VRP에게는 최저임금(SMIC)이 적용되지 않지만, 풀타임

으로 하나의 사용자를 위해 배타적으로 활동을 하는 VRP의 경우 단체협약

상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다.233) 법 소정의 요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VRP

는 자신의 노력과 활동으로 고객을 확보･증 한 기여에 한 보상으로서 고

객수당(indeminté de clientèle)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에 의한 무기계

약의 해지, 유기계약의 갱신 거부 내지 기간만료 이전 종료의 경우(단, VRP

의 중 한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또는 노동능력의 구적인 상실을 

초래하는 사고나 질병에 의한 계약해지의 경우가 그러하다

(L.7313-13조 및 L.7313-14조 ). 

다음의 요건에 따라 가내에서 일하는 자는 가내근로자(travailleur à 

domicile)이다(L.7412-1조 제1항). 첫째, 일정액의 보수를 조건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주문자)을 위해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주문받은 작업을 

수행할 것, 둘째,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와 함

께 작업을 수행하거나 1인의 보조자와 함께 작업을 수행할 것이 그 요건이

다. 법은 1인의 보조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둘 이상의 보조자를 활용하는 경

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활용이 일시적 및 간헐적이라면 가내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34) 그리고 보조자를 활용하는 가내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상의 규정 전체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

한다(L.7413-4조). 가내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보조자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경

문해야 할 고객의 범주, 보수율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약정할 것의 4가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L.7311-3조). 
233) Groupe Revue Fiduciaire, Les dictionnaires pratiques RF : Socail 2012, 31e éd., Groupe 

Revue Fiduciaire, 2012, 1450면.
234) Soc. 20 novembre 1957, Bull. civ. IV, n°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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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내근로

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주문자와의 사이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

부, 주문자의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감독 하에서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작

업의 장소 및 사용하는 설비가 본인의 소유인지 여부, 스스로 부수적인 재료

를 조달하는지 여부, 작업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L.7412-1조 제2항). 주문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 전부를 가

내근로자에게 적용할 책임이 있고(L.7413-1조), 주문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

약은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내근로자

에게 적용된다(L.7413-2조). 가내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직업분야에서 가내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L.7422-1조),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이 가내근로시간표를 작성한다

(L.7422-2조). 가내근로의 최저보수(le tarif minimum)는 가내근로시간에다 시

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작업장비용･부 비용이 가산되며, 경우

에 따라서는 초과근로에 한 할증액(최초 2시간은 25%, 그 이후는 50%)도 

가산된다(L.7422-5조). 가내근로작업에 하여 주문자가 위의 최저보수를 하

회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L.7422-5조). 

예술인과 모델은 법에 의해 일응 근로자로 추정되고(L.7121-3조 및 7123-3

조),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자가 반증하여야 한다. 예술

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인의 신체적 활동에 해 지급되는 것만 적용되

고(L.7121-8조) 저작권료 등은 해당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나 모델의 경우 모

델업체에 지급되는 금액 중 모델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수의 비율 등 보수 

관련 특칙(L.7123-7조), 계약방식ㆍ내용 등 계약관련 특칙(L.7123-5조)이 규

정되어 있다. 이렇게 개별 직종에 해 해당 직종에 맞는 보호조치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방식은 해당 종사자에 한 실효적 보호가 된다는 장점은 있

지만 규율의 복잡성,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235) 

235) 조용만, 앞의 논문,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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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방송, 통신 등 연방차원의 공통 규율이 필요한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고용에 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각 주 법에 있다. 따라서 각 주는 

근로자의 개념 설정, 법률의 인적 적용범위 결정 등에 해 전속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236) 주법을 포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상응하는 캐나다의 

노동법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집단적 노사관계법 적용과 관련하여서

는 근로자 개념이 확 되고 있는데 여러 주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있어

서 ‘종속적 자 인’(dependent contractor)237)이라는 별도의 범주를 설정하여 

집단적 노사관계법 적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4가지 규율

방식이 있는데 첫째, British Columbia 주와 Ontario 주가 취하고 있는 개방

적 방식으로 업종의 제한 없이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어서 종속적 자 인을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보호범주에 포함시키고 노동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는 

방식, 둘째, Manitoba와 Saskatchewan주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의 인

적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직종을 근로자로서 지정할 권한

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 셋째, 연방노동법전과 같이 어부나 지입차주 등 일

부 직종에 국한하여 종속적 자 인으로 포함하는 방식, 넷째, Quebec 주와 

같이 단체교섭법상 정의규정은 그 로 두고 해석에 따라 종속적 자 인을 

포함하는 방식이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주에 따라 방법은 다르지

236) 이승욱, “캐나다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적 보호”,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 학교, 2007, 216면.
237) 이 용어는 H. Arthurs가 1965년 ‘독립자 인’(independent contractor)에 비되는 개념

으로 처음 제안한 것인데, 그는 관련 논문을 통해 종속적 자 인에 해 “어떤 자가 

다른 자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의해 그 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용자

와의 관계에서 처한 것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는 경우에는 정상

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고 이를 계기로 1966년 캐나다 연방정부가 ｢노동관계에 관한 테스크

포스팀｣을 조직하고 동 TF에서 종속적 자 인의 단체교섭을 독점규제법의 적용범위

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 이후 여러 주에서 단체교섭법을 개정, 근로자 개념에 종속

적 자 인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승욱, 위의 논문,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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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덤프트럭 소유운전사, 운전배달원, 주유원, 프리랜스언론인, 개호종사자 

등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238)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는 달리 근로기준관계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

자를 명문으로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고, 근로자에 한 해

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을 중심으로 사용종속관계 여

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적 의존성이 강한 취업자에 해 보호

를 넓혀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차별금지법의 적용에서는 근로자

와 자 인을 불문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Ontario 주와 British Columbia 주는 독립자 인을 적용 상에 원칙적으로 포

함시키고 있으며 다른 주는 그러하지 않다.239)

Ⅲ. 소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각 국의 적용례를 검토해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법률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근

로자성 판단기준을 그 로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은 폭적으로 확 되어 왔고, 최근에 들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까지 그 

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별도의 노동조합법상 별도의 근로자 개념 판단기준 

정립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미국은 법 해석에 있어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고 있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 적용을 위해 입법적 접근방식을 취하

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도 공통점은 개별적 노사관계는 차별이나 최저임금 

등 일부 내용을 적용하는 예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예도 있었으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적 종속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 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일의 유사근로자(arbeit-

nehmerähnliche personen)나 국의 노무공급자(worker), 캐나다의 종속적 자

238) 이승욱, 위의 논문, 221-222면.
239) 이승욱, 위의 논문, 225-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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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dependent contractor) 모두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직종이 열거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나 법률적용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별적 근로관계와 별개로 집단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 적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240)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의 모색

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근로기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벌칙

을 통해 최저의 근로조건의 준수를 강제하는 근로기준법의 성격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241) 즉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근로조건

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력 제공자체가 완전히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놓여져 있는 전통적 개념의 인적 종속을 가지는 근로자의 경우에 그 

240) 최근 정부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특별법 제정 등 입법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개별 직종별 보호방안에 치중하거나 경제법적 제재 위주의 안을 

주로 고려하면서 노동법적 보호는 2014년 발표한 “비정규 책”을 보더라도 가이드라

인 방식으로 자율적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있는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이후 실적이 6년간 경고 6건, 시정명령 6건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경제법의 

문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입법 등 노동

법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겠다. 
241) 이승욱 교수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자신의 노동력을 맡겨 사용자에 해 인적 

종속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 한 사용자의 권한남용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나아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형벌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신

의 의사 내지 선택에 기하여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에 합의한 것

이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반

드시 벌칙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지적

하 다. 이승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의 모색”, ｢노동법학｣ 
23호, 2006,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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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법원 판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지

속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정한 것도 이러한 측면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242)

또한 근로기준법은 부분 벌칙규정을 수반한 규정들로서 그 의무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특정 사업주와만 거

래관계를 갖고 일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으므로 휴가 부여나 연장근로 

242) 88관광개발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장 캐디에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로까지 인정한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합4896 판결)을 비

판하면서 캐디에 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경기보조원과 골프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사용종속적 관계는 있으나 경기보조원의 노무제공 상 방은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는 골프장 이용객이며 골프장이 직접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 개념의 인적 종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종전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한 학계의 비판(노무공급자의 독립

사업자성에 한 판단의 결여 내지 소홀, 판단기준의 각 징표간의 상호관계 내지 상

적 중요성에 한 고려부재로 인한 판단의 불명확성 및 법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제

기되면서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의 종속성 판단을 다소 완화하는 

한편, 노무공급자의 독립사업자성에 한 판단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

자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일부 법원은 법원이 근로자성의 인

정범위를 넓힌 것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인지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인지를 명확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양자의 개념을 모두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기준을 동일

하게 사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의 범위가 확 되기 시작하 다.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외적 법률

관계와 무관하게 앞서 본 헌법 제32조의 정신과 근로기준법의 제정이유 등에 기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를 탐구하여 그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

었음을 인정하는 것인바, 그로 인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하여 부담

하는 소극적인 제한을 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작위의무 및 급부의무 등의 적극

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

하려면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볼만

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유하게 되는 관계에 있다는 사

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보유하는 일정한 이익이란 근로자의 노무제공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가

에 상응하는 직접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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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등에 있어서 어느 사업주를 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문

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별로 노무제공실태나 보수 지급 방식, 

그리고 같은 직종 내에서도 개인별로 작업실태의 차이가 워낙 크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관련 규정,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일

률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김진표의원안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로기준의 핵심적 기준을 적용하

되, 사용자의 지휘명령권한이 약하다는 이유로 당초 근로기준법상 보호수준

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해석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특별법 적용으로 보호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중 적용되는 조항과 적용되지 않는 조항에 해 지

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다. 기존에 제출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

별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다가 폐기된 이유도 동 법안에 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내부적으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법률 제정에 적극적인 이해집단

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을 해석

을 통해 개별 사례에 따라 확장해나가는 것과 별개로 입법을 통해 별도의 

적용범주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국,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개별적 근로

관계에 있어서는 입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국, 독일의 경우도 차

별관련법, 사회보험관련법, 휴가관련법 등 개별 법률의 일부 조항에만 적용

하고 있을 뿐이므로 입법의 당위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겠다.

Ⅱ. 노동조합법 적용문제

1. 적용필요성

노동조합법의 입법적 근거인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 보장은 근로자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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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간의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은 비록 

일반 근로자에 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약하더라도 해당 노무제공을 통한 

수입에 생계를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

조합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나 

해석을 통한 법적용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를 각기 해당 법률의 목적에 맞게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

장이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조합법만의 

적용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에 

관한 집단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운 ,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 및 면책 효과, 단체협약의 효력 등을 주로 규율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이 적용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단체와 그 사

용자 단체간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또는 계약조건이 확정되므로 그 내용

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규정되는 것보다 현실적합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률의 적용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2. 해석론적 접근과 한계 

88관광개발 판결을 계기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조합법 적용가

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다. 최근 비록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기는 하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까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조합법의 확 적용가능성은 커졌다고 하겠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

서 해석론적 접근방식을 취한다하더라도 법원의 판례형성만을 기 하기보다

는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작업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인정을 위한 개념적 징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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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은 일본의 후생노동성 자문기구 던 노사관계법연구회와 같이 

중립적 입장의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적 판단근거이므로 노사의견 수렴보다는 연구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단기준으로는, 노동조합법은 그 목적

상 노사자치의 기본 원칙하에 근로조건에 한 교섭에 있어서 등한 교섭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① 특정 사업

주의 사업수행에 불가결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지, ② 해당 사업주

에 한 노무공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해당 보수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또는 거의 종속되어 있는지, ③ 노무공급 계약의 내용이 해당 사업주에 의해 

일방적, 집단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세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88관광개발 판결에서 제시된 ‘스스로 노동력 제공

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성’을 소극적 

요건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연히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

협약 체결권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체행동권에 해서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과정에서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243) 해석론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단

체행동권은 별도로 분리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적 접근방식만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

동조합법 적용의 한계가 크다. 먼저 이번 88관광개발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

결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응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일반적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88관광개발 캐

디의 경우는 전국여성노조 88관광개발 지회로 오랫동안 회사와 단체교섭을 

243) 국회에 제출되었던 입법안 중 조성래의원안에는 “조합과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 을 저해하는 일체의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사

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 연구위원회 참여한 전문가들도 다수가 특

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

업 등 쟁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 보호방안 정책보고서, 139면 및 180면 



- 168 -

해오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던 점, 그리고 캐디에 해서는 법원이 

이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244)한 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이 다른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폭 확산될 것인지는 상당

히 불투명하다고 하겠다. 특히 노동조합에 한 설립신고제도245)를 두는 우

리나라 노동조합법 체계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일본과 같이 해석론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석에 따를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추정하기도 어렵지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재 

노동조합법을 그 로 적용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공급 실태와 

맞지 않은 조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조항,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 조항의 경우, 근무형태나 업무

내용이 유사한 동종의 근로자를 전제로 한 것인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

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종사자간의 실적이나 보수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경우도 주된 거래 상인 사업주의 소속하에 있는 일반근로자와 교섭창구 단

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번번이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거쳐야 하

는지도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실효성있게 노동조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접근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관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앞에

244) 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2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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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 노동조합법을 전면 적용해야 하는지에 해 일부 논란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 논의단계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단체에 해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규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부여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실제 국회에 제출되었던 특별법 형식의 법안들은 단체행동권은 

모두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로 이들

이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같은 경

제적 지위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음이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동일하게 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법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을 모두 적용하

여야 할 것이다. 

이미 88관광개발 판결과 같이 골프장 캐디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

정되고 있고 학습지교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246)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오히려 후퇴되는 방식으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

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입법례247)를 고려할 때도 개별적 근로관계법률은 적

2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현황(고용노동부 자료. 2016. 12. 31 기준)
골프장경기보조원: 전국여성노조소속 88cc분회, 한원컨트리클럽노조,쌍떼힐익산cc 노

조(양 노조 모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정규직+캐디 형태)
학습지교사: 민주노총 전국학습지교사노조(재능ㆍ 교ㆍ구몬ㆍ웅진 등 지부 35천여 

명), 99년에 최초로 설립된 재능교육교사노조는 2006. 12월 학습지노조지부로 편입

보험모집인: 전국보험모집인노조 결성(00. 10. 5.)되었으나 설립신고 반려

화물차 지입차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 (’02. 10. 27. 출범), 10,500여명

레미콘 기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소속 900여명, 한국노총 전국건설

산업 연맹 한국건설레미콘운송노조(5개 지부 365여명,’00. 11. 23.)
덤프트럭 지입차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소속 14,000여 명

퀵서비스 기사: 민주노총 퀵서비스 노조(302명, 미등록),‘퀵라이더연 ’(회원수 9,700
명): 퀵서비스 기사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다음 카페

리운전 기사: 구지역 리운전직 노동조합(984명)
구성작가: 전국여성노조 방송사 지부가 설립(’01. 8.)되었으나, 법원에서 근로자성 부인

247) 일본의 경우, 해석을 통하여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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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적용하는 것이 타

당하며,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면서 단체행동권만 제한하는 것은 논리

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ILO 등 국제기구의 권

고와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ILO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개별법적 보호 

방안에 해서는 근로자와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집단법적 보호와 관련

하여서는 근로자와 동일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당연한 전

제로 하고 있다.248) 또한 2006년 ILO는 “근로관계에 관한 권고”249)를 채택

있으며 최근 신국립극장운 재단사건, INAX 사건에서 최고재판소 입장, 쇼쿠하이 사

건 및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단체교섭 요구 사건에서 나타난 입장을 고려할 때, 사업

조직에의 편입, 계약내용의 일방적 결정, 보수의 노두 가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조합법이 전면 적용된다

고 판단되며, 국, 독일, 캐나다는 입법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적용되고 있다. 
248) 이승욱 교수는 그 근거로 1998넌 ILO 86차 총회에서 제안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협약 제6조 제1항은 근로자와 동일한(the same protection as workers)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또 그와 관련하여 단체

행동권은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ILO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단체행동권은 단결권의 일환으

로서 보호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권도 당연히 포함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승욱, 앞의 논문, ｢노동법학｣제23호, 한국노동법학

회, 2006. 12. 214면.
249) R198 – Employment Relationship Recommendation, 2006(No. 198), 동 권고와 관련하여 

ILO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을 3가지 형태로 제시하 다. ①첫째는 위장된 고용

관계(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로, 모든 측면에서 법률이 정한 고용관계와 유사

하지만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② 둘째는 모호한 

고용관계(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hip)로, 고용관계와 일정한 유사성이 있으나 

기존의 법률이 정한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법률이 고용관계의 현 적 발전 양상

에 비해 뒤떨어진 탓에 고용관계로 정의되지 않는 경우이다. ③ 셋째는 삼각 고용관계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로, 명백한 고용관계이지만 노동이 고용주가 아닌 

사용기업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한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가 2명 이상임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 책임을 제 로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과 관련하여 ILO가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보호의 성격과 범위에 해 관련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각국 법률 및 관습에 의

해 정할 것을 제시하 다.

 둘째, 각국의 정책은 ①고용관계의 존재, 고용과 자 을 구별하는 가이드라인 제공, ②위

장된 고용관계의 척결, ③복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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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는데, 동 권고에서도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및 조건에 관한 분쟁 조

정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절차와 메카니즘 확립, 고용관계 관련 법률 및 

규율의 준수와 효과적 적용의 보장 등의 원칙 하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집단적 노사관계법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으로의 포섭을 통해 

동 문제에 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입법론적 접근  

가. 노동3권 보장의 의미와 입법적 안구성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할 때,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매

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용

자간 단체교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단체교섭의 결과, 체결된 협약이 어

떠한 효력을 가질지, 즉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으로서의 노동조합법 제33

조에 규정된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채무적 효력만 가질지 등에 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250)

에 적용할 보호 및 책임의 기준 확립, ④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및 조건에 관한 분쟁 조

정을 위한 적절하고 신속한 절차와 메카니즘 확립, ⑤고용관계 관련 법률 및 규율의 준

수와 효과적 적용의 보장 등의 원칙 하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 다.

 셋째, 고용관계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향을 받는 여성, 연령, 비공식부문, 이주 그리

고 취약한 노동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 다.

 넷째, 정부가 노사의 주요 표조직과의 협력 하에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하 다.
250) 최근 일본에서도 오페라 가수, 주택설비기계 수리기사 등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을 맺고 업무에 종사해온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에 해 계약상 방 사업주는 노동조

합법상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낙의무가 있다고 본 일본 최고 재판소 판례가 잇따르면

서 이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주요 목적은 단체협약의 체결이라고 할 때 이들 노동

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이 일본 노동조합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개별 종사자

들과 상 방 사업주 사이에 맺은 위탁계약의 내용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지에 해 기존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이에 한 본격적인 연구필요성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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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교섭이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먼저 단체교섭권251) 자체에 한 입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학설상으로 

단체교섭권에 해서는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체결을 전제하여서만 의미있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252)가 있고, 단체교섭은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통

해 노사간의 실질적으로 등한 계약 형성이라는 본래적 기능이외에도 노사

간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노사간 갈등과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해결을 위한 평화적 제도로서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기능을 

확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253) 일본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단체교섭 응낙의무가 인정되어 성실교섭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얻은 합의에 해 단체협약의 체결이 없더라도 노사 쌍방이 당해 합의내용

에 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경우에 따라 쟁의행위로서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254)가 있다. 실제 퇴직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최고재판

소 판례도 있다.255) 또 더 나아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인권으로 보는 견

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野川 忍, “労働法学の展望”, ｢菅野和夫先生古稀記念論集｣, 有
斐閣, 2013, 551-572면.

251) 헌법상 노동3권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법원은 노동3권이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체교섭권을 가장 

중핵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252)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는 무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집단

적 노사관계의 핵심은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좁
은 의미의 단체교섭은 사실행위인 교섭행위만을 가르키는 것이나 넓게는 법률행위인 

단체협약의 체결까지를 포함한다. 단체협약을 전제하지 않은 단체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형배, 앞의 책, 891면. 
253) “... 단체교섭은 좁은 의미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에서 나아가 경 에 

한 집단적 참가기능과 함께 한 국가에서의 노사관계 질서의 형성기능까지 담당하

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유성, 앞의 책, 121-122면.
254) 萬井隆令 “団体交渉における使用者”, ｢労働法の争点(第3版)｣, 有斐閣, 2004, 72면.
255) 스미토모(住友)고무공업회사에 채용되어 석면을 사용하는 공정에 종사한 후 1997년 

및 2000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중피종(中皮腫)이 발병하여, 전 근로자 2명 및 2000년

에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1명(배우자)이 노동조합 ‘효고(兵庫)유니온’을 통하여 회사

에 해 건강진단 및 보상제도 설립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 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한 사건으로, 노동조합은 효고현(兵庫県)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구제를 신청하 지만 각하되어 고베(神戸) 지방법원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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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있다.256)

단체협약 체결이 최종의 목적이기는 하나,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만으로

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의사소통을 통한 사용자의 자발

적인 근로 여건 개선 조치도 있을 수 있으며 ILO 협약257)의 취지를 고려할 

때도, 단체협약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또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계없이 단체

교섭권 그 자체의 의미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통해 사용자에게 특

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한 단체교섭응낙 의무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 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해서는 먼저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적 효력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33조 규정에 의

한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등을 무효화시키는 규범적 효력도 인정될 것

동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다. 2008년 12월 1심 판결은 유족 1명
을 제외한 전 근로자 2명에 하여 단체교섭권을 인정하 고, 2009년 12월 제2심 오

사카(大阪) 고등법원도 이를 확인하 다. 최종적으로 법원(최고재판소)는 2011. 11. 

10. 현고현 노동위원회 및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여 퇴직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

는 사법판단을 확정하 다. 最高裁平成22年（行ツ）第126号・平成22年（行ヒ）第138
号, 大阪高裁平成21年（行コ）第11号.

256) 단체교섭권은 인적, 또는 경제적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기업의 노사관리에 집단적 참여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권리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
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단체교섭권을 단체협약체결능력으로 제한한 것에 

반 한다는 입장이다. 中山和久, “団体交渉権とその法的構造”, ｢現代労働法講座 団体
交渉｣ 제4권, 総合労働研究所, 1981, 11면.

257) 단체교섭과 관련된 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1949년)과 제154호 협약 (단체교섭 촉진에 관한 협약 1981년)을 비교해 보면, 먼저 제

98호 협약 제4조에서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

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다. 그런데 제154호 협약에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표와의 교섭까지 단체교섭에 포함시키고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결정이

외에 노사간의 관계 규정,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단체간의 관계 규정을 위한 교섭까지

로 그 범위를 확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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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주된 거

래상 인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

공하고 있는데, 이 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258)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로서 

개별 구성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 집단적 규범계약으로 보는 입장259)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이들의 단체 표가 

맺은 협정도 규범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 구성원이 개

별적으로 맺은 위탁계약 중 유리한 내용은 집단적 규범보다 우선 적용되어

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제33조의 ‘근로계약’이라고 명

시된 부분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문제도 

남게 된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단체와 거래 상 방 사업주간에 맺은 

협약에 해서도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현재 노동조합법

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노동조합법의 해당 규정에 의해 창설된 효력

이라고 보는 견해260)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이를 명시하여야만 규범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258)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을 입법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의 ‘근로계약’도 반드

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위임 또는 위탁계

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노동조합이 계약 상 방 사업주와 교섭하여 

체결한 협약에 해 제16조(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의 규범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

되기도 하 으나 충분한 논거는 제시되지 못했고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향후 

깊이있는 연구를 위한 제안차원임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野川 忍, 앞의 논문 

566-567면.
259) 단체협약은 단체구성원의 의사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계약이되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범계약, 즉 집단적 규범계약설이다. 김형배, 앞의 

책, 932-933면.
260) 수권설이라고 불리우며 노동조합에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하나의 합의(집단적 합

의)가 다른 합의(개별적 합의)에 우선하게 되는 규범적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차

원에서 노동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에 해 국가가 법으로 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김유성, 앞의 책, 155-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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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동일 직종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조건의 격

차가 크기 때문에 집단적 규율이 반드시 모든 개별적 규율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규정이 없이는 집단 협약에 상위하는 위탁계약의 효력에 

한 논란이 매우 클 것이며, 이는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과 단

체교섭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효력에 한 입법론적 해결

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검토된 바를 정리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할 때, 이들이 행사하는 노동3권과 관련하여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즉 첫째, 단결권 보장과 아울러 부당노

동행위제도를 통한 단체교섭 요구권한만 인정, 단체협약 체결 없는 단체교섭

권 행사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둘째,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까지 보장하되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규범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계약적 

효력만 인정하는 방식, 셋째, 단체협약에 해 노동조합법 제33조의 규범적 

효력까지 인정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이유가 

이들이 비록 국가가 법률을 통해 최저의 근로조건을 강제할 만큼의 사용종

속성은 없다 하더라도, 주된 거래상 방인 사업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상호 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

한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단체협

약 체결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협약은 경우에 

따라 개별적인 위탁계약보다 낮은 수준이 될 수는 있더라도 해당 협약에 규

범적 효력이 인정되어야만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

체교섭권이 강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해 주어야 하

며, 이러한 입법론적 접근방식이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시키는 방안

이라고 판단된다. 명문의 규정 없이 노동조합 가입이라는 행위만으로 노동

조합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따른다는 의사가 있는 것

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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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념 정의 및 입법방식

앞서 입법례에서 검토해 본 바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정의는 추

상적,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과 특정직종을 열거 또는 예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개별 법률에 유사근로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추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근로자 개념 정의와 같이 또다시 

판례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개념 해석에 한 판례가 쌓일 때까지 

법적 혼란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며, 자 업자와 유사근로자의 구분, 유사근

로자와 근로자의 구분이라는 두 단계의 법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분쟁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포괄적 유사

근로자의 개념 정의 하에서 특정 노무공급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법 적용에 

있어서 일단 해당 노무공급자가 자 업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자 업자

가 아니라면 일응 유사근로자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나 포괄적인 유사근로자의 정의에는 기존의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해

당 노무공급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기존 근로자로서 보호되지 아니하 던 자일 경우에 한해 특

별법상 유사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정의 규정방식의 문제를 고려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은 현재 산재보험법에 도입되어 있는 방식261) 로 열거 또는 예시방식

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의 산재보험법은 6가

지 직종으로 한정적 열거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법 적용은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예시적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예시적 방식으로 할 때 법 적용문제에 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261) 산재보험법 제125조에는 법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개념 정의를 하고 실

제로 적용되는 직종은 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법률에 일반

적인 정의규정을 두어 위임입법의 문제를 해소하고 당초 논의되었던 직종 외에 향후 

추가 적용 직종의 확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정이 용이한 시행령으로 직종을 명시하

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현실적합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177 -

하여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직종 이외에 법 적용을 받고자 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법률이 정한 기관의 결정을 통해 적용받도록 하되, 노동위원회가 

그 판단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표와 공익 표로 구성되는 기관이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에 

한 판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한 당사자 적격을 항상 다루

고 있으므로 전문성도 있다고 하겠다. 기존의 입법추진되었던 조성래의원

안262)의 경우는 노동부장관 소속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안하 고, 김진표의원안263)은 통령령으로 직종을 정하도록 하

다. 그러나 별도의 위원회를 둘 경우,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며, 통령

령으로 직종을 정하는 경우도 추가 적용여부가 행정부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른 나라 입법례264)를 고려하더라도 노

동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조합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별도 특별법을 만들 것 없이 

현행 노동조합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정의를 추가하고 내용상 적

용하기 부적합한 일부 조항에 해서만 적용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입법안

(1)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 개념 및 범주

현행 노동조합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규정을 신설하여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 요건을 규정하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종을 예시하도록 한다. 

그밖에 직종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되도록 

한다. 

2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6. 12.21 의안번호 175785).
26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2006. 12.21 의안번호 175785).
264)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주나 Otawa주, Quebec주 모두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도 삼자기구인 고용재판소(employment tribunal)가 일차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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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결국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는 과정으로 실제 신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자 하

는 자가 할 것이며, 개인 또는 집단 모두 신청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

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인이 속한 직종 전체가 향을 받게 되므

로 노동위원회는 결정과정에서 신청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거래 상 방, 같

은 직종에 속한 제3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한 

입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위원회 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결정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에 해서는 직종별로 판

단하게 되므로 해당 신청사건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필요성

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규정 및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

승인ㆍ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있고 동 결정사건

은 심판위원회가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법 등 별도의 법 개정

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교섭단위 결

정이나 노동조합법 제42조의4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 수준 등의 결정과 같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직종의 결정 역시, 해당 직종의 업무수행실태에 

한 사실조사가 중요한 사안이며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초심 결정의 

효력이 쉽게 번복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법, 월권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사용자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는 캐

디의 경우 골프장 사업주, 학습지교사의 경우 학습지 회사, 레미콘지입차주

는 레미콘회사, 택배기사의 경우는 택배회사 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인 ‘사업주, 사업의 경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서 사업주는 

통상 근로계약의 상 방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도 역시 근로계약

에 해당하는 노무공급계약의 상 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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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이나 김상희의원안과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

고 보수를 지급하는 자”라고 정의한다면, 그 거래상 방이 캐디의 경우 골프

장 고객,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 수령고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

업주를 ‘종사자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아 사업을 운 하는 자’로 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265)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특정 사업주에 전속되어 있지 않고, 1명이상의 

사업주와 거래관계를 맺고 일하는 경우, 이에 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특정해야 하는가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퀵서비스를 제외하고 캐디나 학습지교사, 레미콘 기사, 보험모집

인, 택배기사 등 우리나라의 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 사업주와 

전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퀵서비스 역시 2-3개 회사 정도를 상 로 일을 하

고 있으므로 사업주 중복성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조합

법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보장이 주된 내용으

로서 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하나의 사업주에 전속되어 있지 않다고 하

더라도, 이들을 표한 노동조합이 각각의 사업주들을 상 로 한 체결한 집

단적 규범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에 해 일한 시간만큼, 일

한 횟수만큼 해당 노무제공 조건이 적용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질 사업주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노동조합법상 적용제외 규정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협약에 해 단체협

약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갖도록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즉 사용자간에 체결된 보

수나 근무시간, 계약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약은 명칭에 관계없이 노

265) 국의 경우도 노무공급자(worker)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계약 상 방을 위해 노무

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계약상 방은 그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이나 직업상의 고객이 아닌 

자이다’라고 하여 고객과 사업주를 구분하고 있다. 국 고용권법(Employment Rights 
Act, 199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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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특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

더라도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 규정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협약 효력에 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

자와는 근로제공방식, 보수지급방식 및 기준 등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용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취

업규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확인 규정을 둔다. 

아울러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노동조합 활동에 한계가 있

는 일반 근로자를 상정하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하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없도록 한 근로시간면제자 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적용하

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되, 사용자와의 계약은 유지하면서 전임활동은 

할 수 있도록 제24조 제1항은 적용되도록 한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근무실태나 보수 수준 등이 같은 사업장내 같은 직종의 종사자간에

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 및 제36조의 단체협약의 일

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용제

외하도록 한다. 아울러 파업기간 중 체근로 금지와 관련하여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부분 특정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나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고, 실제로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일하더라

도 다른 사업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체근로 금지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적으며, 오히려 해당 규정을 적

용할 경우 파업시 교섭력의 역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

을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쟁의행위를 이유로 다른 종사자로 구 체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해당 쟁의기간에 한해 체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규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조문내용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문을 구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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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개정 2010.1.27.>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

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제2항 규정에 의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

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

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이 법에 의한 특수형태근

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결정받은 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아 사업을 운 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이 법에 의한 사용자로 본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용자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 근무형태, 계
약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한 근로계약으

로 본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받

지 아니한다.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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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9조의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특수

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같은 교섭단위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

서는 제35조,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특수형태근로종

사자들이 수행하던 노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와 쟁의기간

에 한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ㆍ 체하더라도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결정) ①제88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른 노

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직권으로 관계 당사자에 한 자

료 제출요구 및 출석 요구, 필요한 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한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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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내하청에 있어 근로자ㆍ사용자 관계 재구성266) 

제1절 그간의 논의 경과

Ⅰ. 행정적 조치

사내하청에 해서는 파견과 사내하청과의 구분, 또는 진정도급인지 여부

가 법적 쟁점으로 되어왔을 뿐, 사내하청 문제는 주로 경제법 관점에서 다루

어져 왔고 노동법의 적용 상으로는 전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 경비 용역 등 사내하청이 증가하고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내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최근에 들어 사내하청문제에 한 본격적인 정부 

응이 추진되었다.

그 노력이 가시화된 것이 2011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수급인이 강구하여야 할 

조치와 원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적정임

금 보장을 위한 양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안정을 위해 

도급관계 종료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원사업주는 신ㆍ구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종별로 실태조사와 

266) 동 연구는 간접고용에 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다루기보다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근로자 개념 분리를 중심으로 파견근로자나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에 

한 해석론적 접근 가능성과 미비점에 한 입법적 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파견근

로자에 해서는 파견법 내에 일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 개별 법률상 사용자 

책임에 한 원칙이 명시되어 있어, 이번 연구는 아무런 입법적 규율이 없어 사용자 

책임에 한 논란이 큰 사내하청 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한편 

최근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문제에 한 응으로 파견과 사내하도급의 구분기준을 

법제화하는 안이 파견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사내하도급근

로자 보호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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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도 실시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2011

년에는 자동차, 전자, 조선,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2012년에는 철강, 기계

장비제조, 중소제조업체 중심으로, 2013년에는 IT, 음식료제조, 화학업종 중

심으로, 2014년에는 금융･보험업종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과 모

범사례 발굴을 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8개 기업체와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하 다.267)

아울러 사내하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내하도급 다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시

행해왔다. 그 결과 2013년에는 119개 사업장에서 2,560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근로자 1,799명을 원청에서 직접 고

용하도록 지도하 고, 2014년에는 19개 사업장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 역시 직접 고용토록 시정한 바 

있다고 한다.268) 

Ⅱ. 입법 추진 경과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기준이 될 뿐 법적 효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3년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사내하도급법제정은 제

18  통령 공약 사항269)에 포함된 내용으로 제19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희망사다리 12개 민생법안’의 하나로 발의되면서 여론의 집중 조명

267)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관련 업무추진 내용 보고자료.
26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3. 12. 18, 2015. 2. 4), 한편 해당 감독의 직접 고용 시정명

령 이행결과와 관련하여 2014년의 경우 총 1,096명 중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497명이

며, 598명은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은 주로 중

소기업 사업장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정규직원으로서의 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69) “법제정을 통해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수급사업주 교

체시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 고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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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기도 했으나 사내하도급법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합법화시켜 불법적 사

내하도급 관행 방지보다 불법파견에 한 원청의 책임만을 면제시킬 가능성

이 크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법 제정을 반 하고 나섬에 따라 추진 동력을 

잃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내하도급법은 특별법 제정방식으로 이한구의원 

표발의안과 안효 의원 표발의안이 있다. 이한구의원 표발의안 (2012. 

5.30)270)의 주요 내용은 먼저 ① 사내하도급을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

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② 사내하도급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서

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계약의 내용은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종사할 업무

의 내용, 사내하도급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의 구체적인 근로제공 장소,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ㆍ휴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③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60일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다. ④ 수급사업주 교체시, 업무의 연속성이 있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규정하

으며, ⑤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원ㆍ하청근로자 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 고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때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지정한 표자나 노동조합이 신 신청하는 것도 가

능하도록 하 다. 아울러 ⑥ 당사자의 시정신청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차

별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시정요구에 응하

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노동위원회는 이에 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⑦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와 고용관계 종료 후 원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

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 다. ⑧ 원

270) 이한구의원 등 28인 발의,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0012)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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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귀책사유로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사

업주는 수급사업주와 연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 고, ⑨ 원사업주가 근로자

를 신규채용할 경우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⑩ 원사업주는 사

내하도급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해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원사업주 사

업장 내 모든 사내하도급근로자 투표로 선출한 표를 노사협의회에 참여시

켜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하 다. 

안효 의원 발의안(2012. 8.30)271)은 이한구 의원발의안과 내용이 거의 유

사하며 추가된 내용이 경 성과금 관련 내용과 임금에 한 압류금지 조항

이다. 경 성과금 등 관련 내용은 수급사업주는 원사업주로부터 경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그 전액을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 으며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협의한 경우, 원사업주

가 경 성과금 및 복리후생 비용을 직접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압류금지 조항은 사내하도급 금 중 사내하도

급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서는 압류를 금지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두 가지 제정법률안 이외에도 사내하도급근로자 관련하여 은수미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272), 파견법273), 직업안정법274) 개정법률안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은 간접고용에 한 정의규정을 두어 간접고용을 “도

급, 위탁, 용역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매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

는 고용형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사업장의 상시적인 업무에 해서는 파

견법에 의한 파견근로자나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따른 공급근로자

271) 안효  의원 등 10인 발의,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90143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종방문일 2015. 10. 8.

272) 은수미 의원 등 128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513), 국회의안정

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종방문일 2015. 10. 8.
273) 은수미 의원 등 127인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64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종방문일 2015. 10. 8.
274) 은수미 의원 등 128인 발의,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1588), 국회의안정

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종방문일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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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할 수 없도록 하 으며, 법에서 금지하는 간접고

용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탁업체의 변경 등

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한 권리 또는 의무는 사업이전에 

따라 변경된 하수급인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 다.

파견법 개정법률안은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

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

에는 일시적으로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절 금지업무로 변경하

다.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상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해서는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는데 해 

이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 다. 그러나 동 법률은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안도 상시적 업무에 한 하도급 전면 금지 규정은 현실성이 낮아 입법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특별법 추진상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도 당초 입법추진 의도와는 달리 노동

계에서 불법파견을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적극 반 입장을 표명275)함에 따라 

당초부터 도급에 한 노동법적 규제를 반 한 경 계 입장과 더불어 노사

가 모두 반 함에 따라 결국 입법이 표류되고 더 이상 입법추진은 어렵게 

되었다. 노동계에서는 법률규정 부분이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은 없고 별도 법률 제정으로 말미암아 현재 파견과 도급의 구분 노력이 약

해지고 파견으로 위장한 위장도급마저 계약 형식이 도급이나 위임이라는 이

유로 파견법보다 직접고용의무 등이 담보되지 않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

275)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내하청으로 위

장한 불법파견 노동을 합법화하고 있는 매우 위험하기까지 한 법안이다......이는 사내

하도급을 제도화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무력화시켜 불법파견을 합법

으로 둔갑시키고 간접고용 규모를 더욱 늘려 사회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논평, “이한구 의원의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한 입장”, 2012. 5. 31. http://www.inochong.org 최종방문일 2015. 10. 12.



- 188 -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입법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노동계 입

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 내 노무제공이라는 장소의 한정성, 제품 생산이 아닌 

노무공급 위주의 계약, 원청과 하청간의 종속관계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와 마

찬가지로 근로제공에 있어서 원청사업주의 지배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내

하청 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법령체계하에서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 노동법 적용의 한계가 너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위장도급의 확 라는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

할 때 파견과 도급에 한 명확한 구분이 입법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계약 자유의 침해라는 경 계의 우려도 고려하여 핵심적 사항 

위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사내하청 근로관계 제도개선

을 위해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제2절 외국 사례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권 침해에 해 누가 노동법상 사용

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도 학설

이나 판례상 많은 논의가 있다. 사내하청 문제는 외견상 자신의 소속 근로자

를 제3자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견과 매우 유사하며 파견법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경우 사용업무나 사용기간 등 일정한 제한이 있고 그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근로자파견 규제를 회피하여 도급이나 위임계약

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법률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응하여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법률적 쟁점에 해 외국의 해석론적 접근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사내하

청 문제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 보장 등 입법적 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해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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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해석론과 입법례

1. 일본 

일본의 간접고용은 1985년 근로자파견법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파견제도는 네가티브 방식의 허용 업무 규정과 제조업 파견 허용으로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10월 1일 기준 파견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6) 그러나 파견근로제도가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 하에 2012년 파견관련 규제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가 2015년 다시 일부 내용이 완화되는 등 많은 변

화를 겪고 있다.277) 

사내하도급은 여러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는 전통적으로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았던 조선, 철강, 화학, 건설 등 분야 이

외에도 빌딩관리, 방송, 정보ㆍ사무처리 등 전 산업 분야로 확 되는 추세이

다. 일본 역시 전체 사내하도급의 규모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

276) 후생노동성, ｢雇用の構造に関する実態調査（派遣労働者実態調査）2012｣, 2014. 8월 

발표. http://www.mhlw.go.jp/ 최종방문일 2015. 12. 23.
277) 2012년 파견법 개정 주요 내용은 일일파견의 원칙적 금지, 전속파견 제한(특정 기업

에 80%를 초과하는 파견금지), 파견근로자의 무기고용으로의 전환 추진 조치, 파견수

수료 공개, 위법한 파견은 사용사업주의 근로계약 청약으로 간주하는 제도 신설 등 

파견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 

파견제도가 근로자보호나 기업 경쟁력 강화에 모두 미흡하다는 이유로 다시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여 여야 립으로 두 번의 폐기를 거쳐 2015년 9월 개정되었다. 주요 개

정내용은 파겨기간이 ‘동일 업무3년’에서 ‘근로자 1인당 3년’으로 변경되어 기업입장

에서는 파견근로자를 교체하기만 하면 동일한 업무에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되어 ‘파견업무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
상헌, “일본의 간접고용과 법적 규제”, ｢사회법연구｣ 제18ㆍ19호, 한국사회법학회, 
2012, 83-87면; 김명중, “일본의 파견근로자 현황과 최근 근로자파견법 개정내용”, ｢국
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2014, 77-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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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파견근로자실태조사(2009년)”에 따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수는 2008년 10월 현재 약 69.1만 명 수준이며 이 중 제조업 종사자

가 약 53.8만 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서비스업과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자

가 약 1.5만 명,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자가 약 1.3만 명 순으로 나타났

다.278) 

파견과 사내하도급 등 이러한 간접고용 또는 다면적 고용관계의 증가는 

일본에서도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의 회피 논란을 가져왔고, 하도급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과연 누구의 근로자인가하는 법적 지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 즉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성이 문제되었던 사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결국 원청사업자와 하도급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일본의 판례상 이를 인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판례상 원청기업과 하도급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로는, 新甲南鋼材사건279), 近畿放  사건280), 靑森放 사건281), 사가

TV(サガテレビ)사건 등이 있다.282) 해당 사건들에 있어서 사용사업체를 갑, 

근로자를 공급한 사업주를 을,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를 병이라고 하기로 

한다. 新甲南鋼材사건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기업적 독립성을 가지지 못한 

개인 을이 병과 체결한 고용계약은 ‘전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하고, 그 임금의 

중간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체결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떠한 실

체도 없고.....갑은 병을 기업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완전히 그 지배하에 구

속하고, 병은 갑에 하여 종속관계에 있고, 사실관계에서 병은 근로를 제공

하고 갑은 이를 수령하고 있는 한 양자간에는 암묵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278) 동 실태조사의 상사업장은 일본 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한 14  산업에 속하는 상용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소 중 추출해낸 16,123개소 다. 이정 외 4명, 
“고용관계 다변화 실태와 법적규율 필요성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202-203면.

279) 神戶地判 昭和 47(1972).8.1. 判例時報 678号.
280) 京都地判 昭和 51(1976).5.10. 判例時報 904号.
281) 靑森地判 昭和 53(1978).2.14. 判例時報 948号.
282) 이하 판례내용은 노상헌, 앞의 논문, 324-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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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 다. 

나머지 세가지 사건은 모두 민간방송사업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이 사안에

서 ① 병은 갑의 사원과 함께 방송의 각 업무에 종사하 고, ② 해당업무는 

갑에 있어 사업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항상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③ 

일련의 방송작업의 일환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당해 기업조직에 유기적으로 

편입시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갑의 지휘명령과 이에 따른 병

의 근로제공을 인정하 다. 즉 근무시간, 휴일도 갑의 사원과 동일하고 近畿

放 을 제외하고 출퇴근 관리도 갑이 직접 하 다. 近畿放 의 경우는 갑의 

사원은 타임레코더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병은 각자 을 소정의 출근표에 기

입하고 갑의 구내에 있는 을의 사업소 책임자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갑의 체

크를 받아 그 복사를 제출하 다. 동 사건들에서 결국 법원은 병의 업무가 

갑의 사업장에 필수적인 핵심업무로서 편입되었고, 갑의 지휘명령 하에 병이 

일하고 있으므로 양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법 제정 이전에 도급이나 위탁 계약 형식으

로 타인 소속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판례는 사용종속성을 

기준으로 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파견법 제정 이후 이러한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 인정에 있어서 다소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사용사업주와 하도급근

로자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의사를 중시하

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후 판례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① 근로자가 원청의 지휘명령 하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사용종속관계)의 존재를 중시하면서, ② 원

청이 면접 등으로 사용할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가, ③ 하도급기업이 

지급할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가, ④ 하도급

근로자의 근무시간, 업무배치 등 고용관리를 원청이 담당하여 원청 소속 근

로자와 구분이 없는가, ⑤ 수급기업이 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결하고 단지 

원청의 노무담당부서에 지나지 않는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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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283)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보다 확 된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고 있다. 즉 노동기준법의 경우는 원청사용자와 하도급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접근했다고 하면 

노동조합법의 경우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용자로서의 책임

을 따지는 문제로 확 된 것이다. 

당초 일본판례의 입장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어서도 노

동기준법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입장에서 이를 판단했었다. 예를 들

어 油硏工業사건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사외공이 원청의 종업원과 마찬가지

로 원청의 근무체제와 지휘감독 하에 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속

관계가 있으므로 원청사업주가 하도급 근로자에 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정하 던 것이다.284) 

그런데 파견법 제정 이후 이러한 다면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 이론에서 더 나아가 원청과 하도급 사업주간의 도급계약의 실체는 

그 로 인정하면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에 해 노동조합

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는 이미 학설상

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은 근로계약상 당사자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설상으로 노동조합법에 해서는 근

로자 개념을 더 넓게 인정해왔고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표자와 단

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호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

닌 사용자에게도 확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확  방식에 있어서 학

설이 나누어져 있었다.285) 일본의 다수설은 실질적 지배력설이라고 일컬어지

283) 노상헌, 앞의 논문, 332-333면.
284) 油硏工業事件(最高栽 昭和 51(1976).5.6. 勞働判例 252号), 노상헌, 위의 논문 325면.
  해당 판례 입장에 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로 인정하는 예로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입장으로 분류하는 견해

도 있다. 윤애림, 앞의 박사학위논문, 126면.
285) 사용자 확 에 관한 학설로는 첫째, 모자회사에서의 법인격부인 이론이 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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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인데, 근로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한 실

질적인 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진 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보는 입

장이다. 이 견해는 부당노동행위제도가 계약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단결권 침해라는 객관적 상태를 시정ㆍ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리는 상법상 발전한 이론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하여 거래상

방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 회사의 배후에 존재하는 실질적 지배자로 하여금 책

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발전한 법리이다. 이때 법인격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법인격이 완전히 형해화된 경우’와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형해화된 

경우는 문제가 된 회사와 배후에 있는 지배자간에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하는 객

관적 요건이 필요하고, 법인격 남용의 경우는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도구처럼 지배

하고 있다는 지배의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 제7조 제2호의 ‘사용자가 고용하는 근로자’라는 규정 해석

과 관련하여 ‘고용’을 중심으로 하여, 근로계약관계에 유사하거나 인접한 관계에까지 

사용자의 범위를 확 한다는 입장이다. 표적으로 管野和夫교수는 “단체적 노사관계

는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에 관한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므로 근로

계약관계 내지는 그것에 유사 내지 인접한 관계를 그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

면서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성립한 단체적 노사관계상의 일방당사자를 부당

노동행위의 사용자로 보고 있다. 여기서 근로계약관계에 유사 내지 인접한 관계로는 

첫째,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둘째,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

는 기업의 경우가 될 수 있다. 셋째,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입장이

다. 노사관계상의 제이익에 해 고용주와 동일한 지배력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가진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는 관점이며 하도급근로자가 원청사용자에게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일했다고 인정되면 단체교섭에 응하는 등 사용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실질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이다. 다수설이며 판례의 입장이

다. 다섯째, 항관계설이다. 이 입장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과 단결목적과 관련하

여 ‘ 항관계’에 있는 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 본다. 이 입장은 지배력설의 문

제점으로 사용자의 지배력 내지 향력이 미치는 근로관계상의 제이익의 중점이 결

국 인사와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법익은 일반

적인 근로자의 단결활동 그 자체이므로 사용자의 요건으로 인사와 근로조건 등에 지

배력을 가진 자로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집단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권리와 

이익도 포함하는 지배력의 개념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本多淳亮 교수는 ‘노동단체

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단결에 항하는 사용자측의 진 에 속하고 간접적

으로라도 당해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의 제이익에 지배력 내지 향

력을 미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고 항관계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상 학설 내

용은 윤애림, 앞의 박사논문, 124-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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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널리 사

용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朝日放 事件286)에서 일본최고재판소는 

실질적 지배력설의 입장에 섰다. 동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朝日放 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현장에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근로자들이 원

청인 朝日放 을 상 로 단체교섭을 요구하 는데, 방송국이 자신들의 근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 다. 이에 일본 최고재판소는 “朝日放 은 노

동계약상의 고용주는 아니지만, ① 파견된 근로자가 종사해야 할 업무 전반

에 해 편성일정표, 본 및 제작진행표 작성을 통하여 작업일시, 장소, 작

업내용 등 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결정해온 사실, ② 하청업체는 단순히 이

미 정해져 있는 종업원들 중에서 누구를 프로그램 제작업무에 종사시킬 것

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③ 하청업체 근로자는 朝日放

으로부터 지급 내지 여되는 기재 등을 사용하 고, 그 작업질서에 편입되

어 정사원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해온 점, ④ 작업의 진행은 모

두 朝日放 의 종업원인 디렉터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朝日放 은 고용주로부터 근로자를 받아들여 자기 업무에 종사시키

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해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주와 동일

시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노동조합법 제7조에서 말하는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청회사인 朝日放 에 

해 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

용자성을 인정하 다. 

동 결정이 종래와 다른 것은 근로자를 파견시킨 하도급업체가 실체를 가

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 즉 원청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 ‘그에 한하여’ 단체교섭응낙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사업주와 일을 직접 시키는 사용사업주가 병존적, 중첩적으로 사용자성

을 가진다”고 본 점이다.287) 이렇게 부분적 사용자성을 인정하 다는 점에서 

286) 最高裁三小判, 平成 7(1995).2. 28. 勞働判例 668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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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용자 개념의 확 보다는 오히려 분할과 분배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88) 

일본은 해석론을 통해 하청근로자에 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특히 집

단적 노사관계분야에서 확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개

념 자체를 근로계약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확 하여 해석해온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간접고용, 또는 다면적 근로관계 관련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차원

에서도 2003년부터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면서 그 수가 비약

적으로 증가하고 위장도급 사례도 증가하면서 이에 한 응책으로 위장도

급에 한 감독의 강화289)하고 하도급과 관련하여 도급자, 수급자가 각각 취

해야 할 조치에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응에 나섰다. 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후생노동성은 2006년 10월4일부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즉 “제조업 도급사업의 적정화 및 고용관리의 개선에 관한 

연구회”을 구성하 고, 동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2007년 6월 29일 

“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의 개선 및 적정화의 촉진을 위해 수급인이 강

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제조업 도급사업의 고용관리의 개선 

및 적정화의 촉진을 위해 도급인이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선 노동국에 하달하기도 하 다.290) 

287) 이정 외 4명, 앞의 보고서, 222-223면.
288) 노상헌, 앞의 논문, 332면.
289) 2006년 9월 4일 후생노동성 근로기준국장ㆍ직업안정국장 공동명의로 위장 도급 해소

책을 시달, 각전국의 각 권역별 노동국이 합동하여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위
장도급 적정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집중적인 현장조사와 감독, 홍보활동을 병행하

다. 그 결과 4217개 사업체에 해 현장조사 실시, 3645개 시정지도하 다. 이정 외 4
명, 앞의 보고서 236면.

290) 동 가이드라인(平成 19年 6月29日, 基発 第 0629001号, 職発 第 0629001号, 能発 第 
0629001号)에서는 먼저 수급인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서 첫째, 모집 및 채용단계에

서 종사할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의 구체적 명시, 도급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최 한 장

기적으로 고용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등 안정적인 고용관계 확보를 위한 조치, 둘째, 
하도급근로자의 교육훈련,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치, 셋째, 노동기

준법ㆍ노동안전위생법ㆍ근로자파견법ㆍ직업안정법ㆍ사회보험 적용촉진 등 법령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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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사내하청과 관련하여 미국 역시 입법적 규율이 아닌 해석을 통해 원청과 

하청근로자간의 법률적 관계를 확 해 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근로자

와 사용자간의 일 일 관계가 아닌 근로관계에 있어서 파견, 하도급 등 3자 

관계가 나타나게 되면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노사관계법상 단체협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

생하면서 이러한 사용사업주도 노사관계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직접 고

용하고 있는 고용사업주와 공동으로 사용자(joint employer)291) 책임을 지는

넷째, 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 및 도급인에 해 고충처리 요구, 다섯째, 하도

급근로자 100인당 1인 이상의 사업소책임자 선임할 것 등을 명시하 다. 
  다음으로 원수급인이 해야 할 조치사항으로는 첫째, 하도급근로자에게 사업장내 복리

후생시설 이용 지원, 도급계약 해지 이전 상당한 유예기간 설정, 30일전 해지 예고, 
중도 채용 시 하도급 근로자에 한 불이익 금지 등 취업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 둘
째, 수급인의 하도급 근로자 교육훈련에 한 편의제공 등 협조, 셋째, 업무성격에 따

라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적절한 선택, 근로자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준수, 노동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세사업자에 한 도급 금지, 수급인의 

사회보험가입 확인 등 사회보험 적용촉진, 하도급근로자 고충처리를 위한 원수급인측 

책임자 선임 및 체제 정비 등 고충처리 지원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정 외 4명, 앞
의 보고서, 237-248면.

291) joint employer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라 NLRB와 미국연방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

성된 개념이다. 미국 노사관계법상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이 원칙이므로 2인 이상

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다수사용자 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을 하려면 관련 사

용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한 명의 사용자라도 반 하면 각 사용

자마다 개별적으로 교섭(separate bargaining)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외로서 단일 사

용자(single employer)관계나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관계가 인정될 경우가 있다. 
단일사용자관계는 우리의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상황과 유사하게 사용자들을 

경 , 노동관계 모두에서 하나의 단일체로 보아야 하는 경우이며 관련 사용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연 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사용자 관계는 

사용자들 사이에 기본적인 노동관계의 일부에 관한 권한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행

사하는 경우이다. 이때 공동사용자는 자신이 지배하는 노동관계 사항에 관해 단체

교섭 의무를 지게 된다. 단일 사용자나 공동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섭의

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원래 사용자만이 부담하는데, 이를 단독 사용자(sole 
employer)라고 한다. 강성태, “Browning-Ferris, 현 중공업 그리고 KTX”, ｢사내하청 노

동관계 –법해석론-｣,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ㆍ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2015년 추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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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 

2015년 8월 미국 연방노사관계위원회(NLRB :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서 1984년 이래 유지되어 오던 공동사용자에 한 판단기준을 변경

하는 판정례를 발표하면서 이에 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과거에 적용되어 

오던 판단기준과 이번에 변경된 판단기준의 내용 및 그 변경 경위 등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사용자에 한 판단기준이 처음 제시된 것은 Greyhound 사례이다.292) 

버스터미널을 운 하는 Greyhound와 그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 간에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에 해 Greyhound사도 

청소용역업체와 공동으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정하 다. 그 근거로서 연

방노사관계위원회는 Greyhound사가 청소근로자들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 결정권을 나누고 공동결정한다(shared or codetermined those matters 

governing essential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고 본 것이다. 이후 

1984년 기존 입장보다 공동사용자 기준을 좁게 해석한 판정례가 나타났는데 

바로 TLI 사건이다.293) 동 사건은 Crown사의 배송업무를 맡고 있는 TLI 회

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Crown사의 공동사용자성을 요구한 것인데 이에 해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기존의 판단기준을 더 좁혀서 해석하면서 Crown사의 

공동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 추가된 기준이 핵심근로조건을 공동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되 그 권한의 행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direct and 

immediate)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공동사용자 기준은 이번 

2015년 NLRB 결정이 있기까지 30년간을 적용되어 왔는데, 그 기준을 정리

하면 인력공급업체의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사용업체가 인력공급업체 근로자

들의 공동사용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업체가 첫째, 보통법(common 

law) 상 지휘감독권 기준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채용ㆍ해

고ㆍ복무ㆍ감독 등 핵심근로조건을 공동 결정하여야 하며, 셋째, 그 공동결

동학술 회, 66면.
292) Greyhound Corp., 153 NLRB 1488, 1495(1965), 368 F.2d 778(5th Cir. 1966).
293) TLI, Inc., 271 NlRB No.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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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 2015년 연방노사관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특별한 근거

나 논거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면서294) 30년 만에 새로

운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금년 새로운 기준변경의 계기가 된 Browning-Ferris Industries of 

California(이하 BFI)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폐기물 수거ㆍ분리업체인 BFI는 인력공급업체인 Leadpoint와 인력공급계약

을 맺고 2009년 10월부터 Leadpoint 소속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해왔다. 

2013년 6월 Teamsters노조는 BFI에 공급된 Leadpoint 소속 근로자 240여 명

을 표해 BFI를 상 로 한 단체교섭을 위해 NLRB 지역사무소에 교섭 표 

선거를 신청하 다. 이에 NLRB 지역사무소장은 기존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에 따라 ① 인력공급계약상 “Leadpoint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유일한 사용자

이며 BFI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Leadpoint 관리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한 복무, 훈련, 작업일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③ Leadpoint가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결정ㆍ지급, 보험가입, 휴가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④ 

Leadpoint가 급여청구기간 동안 작업한 근로자수, 근무시간 및 임금 등을 적

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에 한 가를 BFI에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Leadpoint가 유일한 사용자(sole employer)이며 BFI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핵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고 결정하 다. 이에 Teamsters 노조가 NLRB에 이의신청을 하 다. 

NLRB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유지해온 판단기준을 변경할 필요성

294) “...1984년에 결정된 Laerco와 TLI 사건은 우리 위원회가 아무런 설명이나 인정 없이, 
또한 기존 결정을 파기하지도 않으면서 공동사업자 기준을 폭 축소시킨 추가적인 

요건을 부과해온 30년의 시간의 시작을 가져왔다...위원회는 복수의 사용자들이 근로

자를 지휘할 권리를 행사하는지에 해 고려를 하지 않고 그러한 지휘권의 행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면서, ‘제한적이거나 일상적’이지 않는가(to be direct, immediate, 
and not limited and routine)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Browning-Ferris Industries of 
California, Inc., 362 NLRB No.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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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면서 다수 의견(동의 3명, 반  2명295))으로 새로운 공동사용자 판

단기준을 제시하 는데 NLRB가 밝히고 있는 기준 변경의 배경은 다음과 같

다.296) NLRB는 최근 임시직, 파견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contingent wokrer) 비중이 1990년 110만 명에서 2008년 230만 명까지 증가

하고 2014년 8월에는 전체 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287만 명에 이르 으

며, 산업분야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인력파견업 시장의 확  

등 고용시장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주목하 다. 이러한 시기에 기존의 기준을 

고집할 경우 인력공급계약은 계속 증가하는데 노사관계법률의 목적과 달리 

등한 교섭을 위해 단체교섭이 필요한 부분에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법원이 명시한 “산업사회의 변

화된 유형에 맞게 법률을 적용”297)하여야 할 NLRB의 책임에도 부합하지 않

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력공급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업체를 인력공급업체 근로자들의 공

동사용자로 인정하기 위해 NLRB가 새로 제시한 기준은 ① 보통법(common 

law)상 지휘감독권 기준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② 채용ㆍ해고ㆍ

복무 등 핵심근로조건을 통제하고 공동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

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intermediary) 행사하고 있으면 되고, ③ 

그 권한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실제 행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NLRB는 이 기준을 BFI 사건에 적용하여 먼저 다음의 사실관계를 기반으

로 하여 BFI가 Leadpoint 소속의 공급 근로자들에 한 보통법상 지휘감독

권 기준에 따른 사용자임을 인정하 다. 첫째, 이 근로자들은 BFI에 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되었고 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 BFI의 지

295) 반 의견을 제시한 공화당 추천 위원 2명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공동교섭(joint-bargining) 의무부담,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에 한 공

동책임, 노조의 불법적인 2차파업ㆍ보이콧ㆍ피케팅 발생 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

하 다. 
296) Browning-Ferris Industries of California, Inc., 362 NLRB No.186 11면.
297) NLRB v. Weingarten, Inc., 420 U.S. 251, 266(1975), Browning-Ferris Industries of 

California, Inc., 362 NLRB No 1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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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감독을 받거나 그 통제 권한의 범위에 있었고 둘째, BFI는 실제로 이 사

건 근로자들의 작업수행을 면밀히 감독하고 있었으며, 셋째, 이 사건 근로자

들의 직업은 높은 학력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넷째, 이 사건 근

로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정규근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으

며, 다섯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BFI의 일상적인 사업의 일부이며, 

여섯째, 작업도구 등을 BFI가 제공하 고 BFI의 사업장 내에서 일반적인 복

무규율에 따르기로 동의하고 작업을 수행하 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Leadpoint 근로자임과 동시에 BFI의 근로자라고 인정하 다. 아울러 BFI가 

이들 근로자들의 채용ㆍ해고ㆍ복무 등 핵심근로조건에 해 공동결정하는 

권한도 가졌다고 인정하 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에 있어서 인력공급계약에서 BFI가 Leadpoint에게 BFI 자체의 

선발절차 및 심사기준을 만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

고 있는 점, 모든 채용신청자들이 마약검사를 받고 BFI가 보기에 부적격자

의 채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FI는 Leadpoint가 

BFI 시설에서 작업시키기 위해 채용하는 근로자들의 채용에 상당한 통제권

을 갖고 있다. 

둘째, 해고 및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BFI 관리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

위행위를 Leadpoint에 알리고, 통보된 비위행위자를 즉시 해고하도록 요구했

던 점, 그 경우 Leadpoint는 비위행위자를 작업에서 즉시 배제하 던 점 등

을 보면 BFI는 이 근로자들의 해고 및 징계에 해서도 공동 결정권이 있

다. 

셋째, 근로시간 및 작업 지시 등에 있어서는 생산라인 속도 및 생산성 문

제가 BFI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주요한 갈등요인이었던 점, BFI 관리

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보다 빨리 활기차게 일하

도록 요구하 으며, Leadpoint는 이러한 결정에 해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

지 않았다는 점, BFI 관리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특정 작업을 부과하

고 그 작업수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 고 상세한 작업방향을 전달하 으며, 

고객 불만사항ㆍ사업목표ㆍ우수 작업사례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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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상으로 회의를 개최하 으며, BFI가 필요한 근로자수를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교 시간을 지시하고 연장근로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BFI가 이사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작업지시를 공동결정할 권한이 

있다. 

넷째, 임금의 경우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Leadpoint가 임금결정, 급여 지급

관리, 임금명세표 보관, 수당 지급 등을 하고 있으나 BFI는 이 사건 근로자

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BFI 근로자들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더 많

은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요구하 던 점, BFI가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노동

비용에 해 Leadpoint에게 보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FI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도 공동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부분의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나 업무독립성이 낮은 사내하도급의 원청사업주가 공동사업주 개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NLRB 결정이 법원을 통해 확정되기까지

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결정이 확정된다면 인력파견이나 사내 하도급관계

에 있어서 사용사업주나 원청사업주가 파견근로자,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노동시장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298)

298) 강성태 교수는 NLRB의 Browning-Ferris 결정과 우리 법원의 현 중공업 및 최근 

KTX 판결 내용을 비교하면서 먼저 지배력 행사에 있어서 현 중공업 판결은 “실질

적이고 구체적인 지배ㆍ결정”으로서 지배력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존재를 요구하며 

KTX 판결은 더 나아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 경우, 즉 지시의 현실성과 구속성을 요구한 반면, 
BFI 결정은 지배의 다양한 측면과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현실적

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유보된 권한이나 의무까지 고려하여

야 하며, 부분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라고 하여 전체적인 지배의 모습을 파악할 때 배

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지배력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우리 법원 판례는 원청과 하청근로자 관계, 하청과 하청근로자의 관계를 특

정해서 지휘감독 실태를 파악하는데 비해, Browning-Ferris 결정은 원청과 하청 및 하

청근로자 사이의 삼면관계를 통합하여 지휘감독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으로 분석하

다. 즉 원청이 하청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으나 하청을 통해 행사하는 

또는 계약을 통해 유보된 지배력을 파악하는 것이 사내하청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하며 특히 근로자 개개인에 한 지배력 행사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배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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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고용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전속관계가 엄격히 규정299)되어 있던 독일에

서도 외부노동력을 사용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에 

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 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1972

년 근로자파견법이다. 동 법률 제정 이후 근로자 파견사업이 양성화 되었고 

이후 2000년  슈뢰더 정부시 에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응하여 파견기간 

및 파견 상 확  등 파견제도의 폭적인 완화300)가 이루어졌다. 이후 파견

근로자 규모도 폭 증가하 다.301)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파견과 도급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파견과 도급과의 구별에 한 명확한 

판단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302). 판례에 나타나 있

의 집단성을 감안하여 집단적 관찰방식을 지배의 존재여부에 한 원칙으로 삼고 이

에 특정 근로자가 벗어나 있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입장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강
성태, 앞의 논문, 85-92면.

299) 독일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노무공급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노동력은 인격 그 자체이므로 매매나 임 될 수 있는 속성의 것이 아니

라는 입장에서 나온 고용관계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정 외 4명, 앞의 보고서, 10-11면. 
300) 파견근로의 상한은 당초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 12개월을 거쳐 24개월까지 연장되

었다가 노동시장 현 화 정책의 일환으로 아예 파견기간의 상한이 폐지되었고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역은 건설업 분야를 제외하고 제한이 없게 되었다. 
김기선, “독일에서의 간접고용”, ｢간접고용 국제비교 – 파견/도급기준 및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2년, 81-82면. 
301) 독일 연방고용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파견근로자 규모는 2003년 연평균 330,000명 수

준이던 것이 2008년 760,000여 명까지로 늘어났다. 전체 고용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

하는 비중도 2008년 2.6% 수준이었다. 김기선, 위의 논문, 55-56면.
302) 당초 1972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당시 연방의회의 노동ㆍ사회위원회 보고서는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구별은 연방노동청 고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행정관청은 위장도

급에 의한 파견허가의무의 회피를 주된 감독 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

히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연방노동청 고시는 제정되지 않았고 파견과 도급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자 한때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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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살펴보면, ① 사용사업으로 실제 편입되었는

지 여부, ② 사용사업주가 노동법상의 지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 ③ 도급계

약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④ 일의 완성에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수급인으로

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⑤ 수급인으로서 실체가 있는지 여부 등이

다.303) 

먼저 법원은 사용사업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해 근로자가 기존에 사

용사업주의 정규근로자에 의해 처리되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

용사업 내의 정규근로자와 혼재되어 있거나 정규근로자의 하나의 작업집단

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분업적 협업관계에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에서 정

한 것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편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동법상의 지시권과 관련하여서는 도급계약상의 지시권과의 구별이 문제

된다. 법원은 일단, 도급인이 본인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

로 구성된 하나의 작업집단 전체에 해 지시를 하는 경우 도급인에 의한 

노동법상 지시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 수급인을 신하여 

근로자를 지시감독할 현장감독자가 선임되어 있더라도 이들 현장감독자가 

도급인이 결정한 지시내용을 그 로 근로자에게 전달하기만 한다면 이 경우

도 도급인이 노동법상 지시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도급계

약상의 지시권과의 구별을 위해, 도급계약상 지시권은 일의 완성과 관련 있

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도급인의 지시에 의해 개별 근로자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 이는 도급상의 지시권을 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다음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체 여부도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되

고 있는데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일의 결과가 존재해

야 한다. 따라서 ‘조립업무’나 ‘수리업무’와 같이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략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 이는 계

약의 목적이 일정한 일의 완성이 아니라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파

경 계의 반 로 결국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김기선, 위의 논문, 8-9면. 
303) 이하 도급과 근로자파견과의 구별기준에 해서는 김기선, 위의 논문, 1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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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보수의 산정방식 

등도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체 여부에 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

정금액에 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도급계약에 적합한 반면 투입된 근로자

가 제공한 근로시간 수에 기초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계약

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수지급 방식은 판례에 따라 판단

이 달라서 도급과 근로자 파견의 핵심적 구별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

겠다. 

한편 수급인의 실체 및 일의 완성에 필요한 행위와 관련된 수급인의 권한 

역시 구별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는 파견사업주는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제공함으로써 종료되고 선발에 문제가 없는 한, 파견근

로자의 업무수행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도급계약의 경우, 수

급인은 일정한 일의 완성에 해 책임을 지며, 일의 완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일을 수행한다. 따라서 일의 완성에 필요한 수급인의 권한이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업무수행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를 정할 권한이 있는

지, 결원발생 시 수급인에게 체인력을 조달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 등

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수급인으로서 실체가 있는지 여부는 

수급인이 위탁받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독자적인 기

업조직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있어서 해당 노무공급 계약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따라 기준별로 판단에 미치는 향력이 달라지

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집단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독일은 산별노동조합 체계이며,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 같은 단체교섭거부나 지

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기업차원에서 독일의 집

단적 근로관계 특징은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사업장평의회(Betriebsrats)를 통

한 근로자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 일종의 이중시스템304)을 가지고 있다는 것

304) Bernd Waas, “Employee Representation at the Enterprise in Germany”, 2012 JI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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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사업장평의회에 파견근로자도 참여 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어 동 기구의 역할과 이에 한 파견근로자 참여 실태 등에 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장 단위에 종업

원평의회가 있다. 종업원평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한마디로 참여권

(Beteiligungsrecht)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평의회의 참여권을 열거해

보면 ① 보고 및 통지권, ② 협의권, ③자문권, ④ 거부권, ⑤ 동의거절권, 

⑥ 공동결정권을 들 수 있다.305)  

Comparative Labor Law Seminar, JILPT Report No. 11, 2012, 1-2면.
305) 첫째, 보고 및 통지권은 가장 낮은 단계의 참여권으로 종업원평의회는 사용자로부터 

경 에 관한 정보 보고 및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협의권은 경  안건에 하여 소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

에 그치는 것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일정한 결정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협의권은 사용자의 경 적 판단에 있어 필요적 절차요건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해고 관련 협의가 그 예이다.
셋째, 자문권은 사용자가 종업원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안건에 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권보다 사용자측의 부담이 다

소 커진다. 경 조직법 규정에 따라 매월 최소 1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

다.
넷째, 사용자의 결정에 한 거부권 행사는 해당 결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

니지만 일정한 법적 향을 미치게 된다. 해고 결정을 예로 들면 종업원평의회는 사

용자의 해고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당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는 해당 법적 분쟁

이 종결될 때까지 종전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동의 거절권은 사용자 결정에 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사를 표현

하는 것인데, 동의 거절권 행사가 인정되는 역은 채용이나 배치전환, 임금지급군의 

설정이나 변경 등 인사노무관리 분야이다. 거부권과의 차이점은 거부권은 결정 자체

를 막을 수는 없지만 동의 거절권이 행사되면 사용자는 동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

에 해당 조치를 단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동의 거절권이 더 강력하다.
여섯째, 공동결정권은 종업원평의회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참여권의 행사 역이다. 

경 조직법상 공동결정이 필요한 역으로 ① 근무 시작기간과 종료시간 및 휴게, 주
휴일에 관한 사항, ② 연장근로나 단축근로에 관한 사항,③ 임금의 지급시기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⑤ 사고재해나 작업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숙사 이용조건과 해지에 관한 사항, ⑦ 임금공제, 상여금 등에 관한 

사항, ⑧ 사내 제안제도 관련 사항 등이 있다; Bernd Waas, 앞의 논문, 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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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직법상 사용자의 인력수급계획에 있어 근로자 표가 정보를 받을 

권리, 협의권, 제안권이 규정되어 따라서 파견인력 사용계획도 당연히 통지

되어야 하고 파견인력 뿐 아니라 도급에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종업

원평의회는 파견인력 사용계획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 사용 업무분야, 파견

근로자 수 등에 해 미리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사후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한편 독일 근로자파견법 규정에도 사용사업체의 종업원평의회가 파견근로

와 관련하여 인력사용, 전직, 임금등급의 분류 등에 한 통지의무를 규정하

고 있는 독일 경 조직법 제99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종업원평의회에 파견근로자 사용에 앞

서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업무 분야 및 업무의 종

류, 근로시간,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파견계약내용, 파견사업주의 파견허가 여

부에 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306)가 있을 

경우 종업원평의회는 파견근로자 사용에 한 동의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들의 종업원평의회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파견근로자는 당

연히 파견사업체의 소속이기는 하나 실제 노무제공은 사용사업체에 해 수

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용사업체 종업원평의회 참여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경 조직법상 근로자는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의 주체인데 이때 동 법률이 근로자 개념에 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국한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즉 유효한 근로계약의 체결여부는 경 조직법

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독일판례의 

입장이다.307) 따라서 파견근로자와 같이 외부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

장 조직 내 편입(Eingliederung)되어 종속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

306) 경 조직법 제9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서 인력사용이 법률, 명령, 단체협

약, 근로자 표와의 서면합의에 반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반하는 경우, 인사선발기

준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채용예정된 근로자가 사업의 평온을 해칠 우

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307) 이정 외 4명, 앞의 보고서,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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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 조직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일시적으로 투입된 체인력도 경 조직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 이러

한 해석은 사업장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에 파견근로자의 참여를 가능

하게 하는 것으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우

리나라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011년 독일은 근로자파견

법을 폭 개정하 는데 이는 2008년 제정된 유럽연합의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91/383/EWG)을 반 하기 위한 조치임과 아울러2002년 Hartz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파견근로에 관한 폭적인 규제완화 이후 파견근로

자의 저임금과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의 체 등의 문제를 시정

하기 위함이었다.308) 

먼저 파견근로자 저임금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Hartz 개혁 당시 24개월의 

파견기간 상한을 폐지하면서 도입한 파견근로자에 한 평등 우원칙이 제

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평등 우원칙의 예외로서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를 두었는데, 단체협약으로 파견근로를 포괄적으로 규

율하고자 한 노동조합의 의도와 평등 우원칙을 피하고자 한 파견사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2003년 이후 파견근로에 한 단체협약이 광범위하

게 체결309)되면서 노동조합 간 경쟁으로 임금수준이 낮게 결정된 경우가 많

았기 때문이다.310) 결국 파견근로자는 정규 근로자 비 35〜40% 낮은 임금

308) 김기선,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노동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169-171면.

309) 독일노총(DGB)은 연방파견회사사용자단체(BZA) 및 독일파견업협회(IiGZ)와 각각 산

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 고, 기독노동조합(CGB)산하 공동교섭단(CGZP)은 중견인력

공급서비스업사용자단체(AMP), 연방독일서비스업단체(BVD), 전문인력공급서비스업사

용자단체와 각각 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 다. 이로 인해 독일 내 파견근로에 있어

서 평등 우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었다.
310)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파견분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동조합 간 경쟁이 치열했는

데, 2003년 2월 독일노총이 연방파견회사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기독

노동조합이 북바이에른 파견업협회(INZ)와 매우 낮은 임금수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

해 버려 독일노총 역시 단체교섭을 빨리 마무리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이와 관련하

여 파견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거의 가지지 않은 기독노동조합이 파견분야에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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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는 등 정규근로자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었다. 아울러 파견 기간 

제한 폐지로 기업이 필요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조달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기업집단 내에 독자적으로 파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증가하 다. 심지어

는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파견근로자로 전환, 

동일한 업무에 종사시키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파견법 개정에 한 요구가 

증가 해왔다.

이러한 자국 내 파견근로의 문제 해소와 유럽연합지침을 반 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파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11). 첫째, 파견기간 상한 

폐지로 인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파견근로는 일시적 파견의 원칙을 명시하

다. 그러나 2002년 법률 개정 이전과 같은 파견기간 상한은 재도입되지 

않아 일시적 파견이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둘째, 파견허가의 예외로 인정되었던 비 리목적의 파견의 경우도 파견허

가 상으로 하 다. 이에 따라 비 리를 이유로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던 기

업집단 내 근로자파견도 파견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 다.  

셋째, ‘파견근로자의 전체적 보호수준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단체협약

에 의한 평등 우 예외를 인정한’ 유럽연합지침을 반 하여, 파견분야에 최

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 다. 이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파견분야에 한 최

저임금에 합의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연방노동사회부에 그 협약상 최

저임금을 법규명령으로 정해주도록 공동 제안할 수 있고, 연방노동사회부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재정적 안정성, 단체협약 당사자 표성 등을 고려하고 근

로자, 사용자 표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최저임금을 법규명령으

로 정할 수 있다. 

넷째,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파견 직전 6개월 

내 사용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속한 동일 기업집단 내 사업주와 근로계

약관계에 있던 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없이 평등 우 원칙312)을 적용하

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한 다툼이 있었고 이후 2010년 12월 연방노동법원은 기독

노동조합은 파견분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 다. 김기선, 앞의 논문 

174면.
311) 이하 2011년 독일 근로자파견법 주요 개정 내용은 김기선, 앞의 논문 175-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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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 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에 한 직업소개 수수료 요구 

금지, 파견근로자에 한 사용기업 내 공석 중인 일자리 정보 제공의무, 파

견근로자에 한 사용사업 내 복지후생시설 및 제도 이용 보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4. 영국 

국은 파견의 상이 되는 사업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되

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외부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간접

고용’(agency work)의 형태로 사용하는데 이때 ‘간접고용 근로자’(agency 

worker)는 파견이나 근로자 공급,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의 사내하청에 

해당하는 용역근로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313) 이하에서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간접고용관계에서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누가 지는

지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간접고용 근로자’에 해서는 별다른 노동법적 보호가 없다가 2008년 임

시 간접고용(temporary agency work)에 한 EU의 입법지침(Directive 

2008/104)이 입법되면서 2010년에 들어서 비로소 간접고용 근로자에 한 

규칙 2010(Agency Workers regulations 2010)이 입법되었다. 해당 규정에서

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해 광범위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314) 해당 규

312) 유럽연합지침상 평등 우원칙은 ‘파견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은 사용기업에 의해 동

일한 일자리에 직접 채용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

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제5조 제1항). 김기선, 앞의 논문 179면.
313) 전형배, “ 국 사내하도급ㆍ파견 현황 및 제도”, ｢노동법포럼｣ 제6호, 노동법이론실

무학회, 2011, 127-129면.
314) 동 규정에서는 agency worker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이때 agency worker를 

사용하는 자에 해서는 employer 신에 hirer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규정에서 agency worker는 (a)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시적으로 일하기 위해  

(b) 공급기관과 ⅰ) 고용계약 또는 ⅱ) 해당 기관을 위해 직접 노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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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요 내용은 1)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업무와 근로조건 

지급(차별금지), 2) 임금, 근로시간, 휴식 및 휴게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명시, 3)차별금지 규정의 예외로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의 정규직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인정, 4)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 시설 이용권리, 사용사

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규정, 5) 차별금지에 한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6) 고용심판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절차 규

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에서도 간접고용 근로자(agency worker)

와 사용사업주(hirer)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주로서 책임을 묻

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다.315)

한편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에 참고할 만한 사안으로 국의 경

내용의 다른 계약을 맺고 근로자공급기관에 의해 공급된 자를 의미한다. 
사용사업주(hirer)는 공공이나 민간, 리 또는 비 리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로서 노무

공급자들이 그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시로 노무를 공급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In these Regulations “agency worker” means an individual who—

(a) is supplied by a temporary work agency to work temporarily for and under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a hirer; and

(b) has a contract with the temporary work agency which is—
(i) a contract of employment with the agency, or
(ii) any other contract to perform work and services personally for the agency
“hirer” means a person engaged in economic activity, public or private, whether or 
not operating for profit, to whom individuals are supplied, to work temporarily for 
and under the supervision and direction of that person
http://www.legislation.gov.uk, 최종방문일 2015. 12. 30.

315) 국 법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묵시적 근로ㄱ에 비교될 수 있는 Sham transaction(가장

행위)에 관한 판례법리가 있는데, 이는 간접고용 근로자(agency worker)의 법적 지위를 

판정하는데 있어 형식적 계약의 내용보다는 계약의 실체를 가지고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이다. 그러나 국은 일단 계약서의 문리적 해석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

기 때문에 동 법리 인정에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최근 이에 한 비판으로 다소 

완화된 판결이 나타나기도 하 다. 기존 판례는 양 당사자가 허위의 의사표시를 공모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의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해 2006년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후 agency를 바꾸어가면

서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의 일을 계속해온 agency worker에 해 사

용사업체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례 등 다소 완화된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전형

배, 앞의 논문, 148-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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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업양도규정(The 

Transfer of Undertakings (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 이하

‘TUPE’)이 그것인데, 동 규정은 1981년 최초 제정 이후 5차례 개정되었는

데, 현재 규정은 2006년 EU의 지침(Council Directive 98/50/EC)에 따라 개

정된 TUPE 2006이다.316) 

동 규정은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즉 우리나라의 업 양수도에 비교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고용승계 원

칙을 두고 있는데 2006년 개정에서 서비스 공급주체 변경(service provision 

change)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 다. 즉 직접 수행하던 서비스를 외부 

회사에 위탁을 주는 경우, 그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외부 위탁했던 업무

를 위탁철회하고 다시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사업양도에 준하여 

TUPE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317) 이러한 규정의 확  적용은 업 양수도

에 한하여 고용승계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에 비해 볼 

때, 근로자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5. 프랑스

간접고용에 한 프랑스의 법제는 엄격한 파견 규제와 위장도급에 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견은 임시

316) John Mcmullen, “Analysis of the transfer of Undertakings(Protection of Employment 
Regulations 2006”, Ind. L.J.(Vol. 35, No 2), 2006, pp.114-115.

317) 통상 사업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 상이 되는 사업이 노동집약적 사업인지, 자본

집약적 사업인지에 따라 TUPE가 정하고 있는 양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

소의 비중이 달라졌었다. 청소업무와 같은 노동집약적 사업은 인적요소의 이전이라는 

요소에 큰 비중을 두어 양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특정 사업이 노동집

약적인지, 자본집약적인지 판단이 쉽지 않고, 중간적 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집약적 사업임에도 자산집약적 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물적양도 부분만 중시하여 

결정하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고, 주로 서비스공급주체 변경시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전형배, 
앞의 논문, 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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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동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시적 업무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특정 업무에 사용한 경우는 반드시 휴지기를 두고 사

용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318)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도급

의 형식으로 외부 근로자를 사용할 유인이 큰데, 이 경우 적법한 도급이 아

니라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근로자에 해 직접 노무지휘나 감독을 할 경우, 

계약법적 근로관계를 형성하게 하기보다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이를 금

지시키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전상의 ‘위법적 노동력 거래’(L.8231-1), 또는 

‘위법적 노동력 여’(L. 8241-1) 규정이 그것인데, 위반시 2년의 징역과 

30,000유로의 벌금에 처하는 등 파견근로 금지 규정 위반보다 엄격히 처벌

한다.319)

한편 프랑스에서는 적법도급의 경우도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

해 도급인의 연 책임 규정을 두어, 수급인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산을 소

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하청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 보장 및 파산시 임금 

지불에 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도급사업

주의 연 책임은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인한 것에 비하여 프랑스의 경우

는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의 연 책

임이라고 하겠고, 그러한 책임을 지는 근거는 ‘수급인이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묻게 되는 책임 이므로 그러한 수급인과 계약

한 데 한 책임이라고 하겠다.320)

318) 조임 , “사내하도급과 프랑스 노동법”,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9, 174-196면. 

319) 해당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 규정 위반에 해서는 인력 공급사업자 뿐 아니

라 사용사업주도 처벌된다; 조임 , 위의 논문, 174-175면.
L.8231-1조. 노동력을 리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당해 근로자에게 침

해를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그의 법률규정상 적용 혹은 단체협약 규정상의 적

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금지된다.
L. 8241-1조 노동력의 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파

견근로에 관한 본 법전의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실시된 행위에 해서는 예외로 한

다.
320) L. 8232-1조: 도급인이 작업의 이행 또는 노무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인과 계약을 체

결하고, 수급인이 이에 필요한 근로자를 스스로 고용하고,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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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결  

사내하청 근로자 문제에 응한 외국의 예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부분

의 국가들이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파견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간접고용

을 제도화한 이후 크게 증가한 간접고용 문제에 한 응책 마련에 고심하

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다. 미국 연방노사관계위원회가 30년 만에 공동사용

자 판단기준을 변경하게 된 것도 위원회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임시직, 파

견근로자의 폭적인 증가 때문이었으며 유럽연합에서 경 계의 반 와 많

은 논란을 거치면서 파견 근로에 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럽연합 지

침을 발효하게 된 것도 이 문제에 한 심각성을 고려하 기 때문이었다.   

 이에 한 각 국의 응은 다양하나 일단 파견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되어 있다. 사내하청에 

있어서는 원청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일본의 

경우 사내하청에 해 근로계약이 매개되어 있지 않은 원청사용자라도 노동

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미국 역시 원청이 핵심 근로조건

을 통제 또는 공동결정할 경우 집단적 노사관계법상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

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국은 최근 서비스 위탁의 경우 위탁

업체 변경시에도 고용승계가 되도록 규정을 개정하 으며, 프랑스에서는 위

필요한 업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그 사

업장의 부속 건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해서 자신의 고유한 근로

자에 해서와 마찬가지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L. 1225-29조(의무적 산전후 휴가에 관한 규정) 2. L. 1225-30조 내지 L. 1225-33조(수

유에 관한 특별한 규정) 3. 노동법전 제3편 제1권(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규

정) 4. 노동법전 제4편(보건 및 안전에 관한 규정)

L. 8232-2조: L. 8232-1조에 규정된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 도급인은 모든 반 의 약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책임을 진다.
1. 작업의 이행 또는 노무의 제공이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그 부속 건물에서 이루

어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해서 그 임금과 유급 휴가 수당의 지

급, 사회보험, 산재보험, 직업병 및 가족수당에 관한 법률로부터 비롯되는 채무

와 관련하여 수급인을 신한다. 조임 , 앞의 논문,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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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급에 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과 도급인에 해 강력한 연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를 고려할 때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내하청이 퍼

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파견과의 구분 명확화와 아울러 하청근로자에 

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 확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절 사내하청 근로자 관련 노동법적 대응의 모색  

Ⅰ. 해석론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내하청 근로자에 해 원청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묻는 데에는 사내하도급에 한 현행 법률규정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적용에 있어서 우리 

법원의 입장과 외국의 사례를 볼 때, 근로기준법과 달리 노동조합법 해석

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책임 등 노동조합법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321) 그런데 현 중공업 판결에

서 인정된 것은 하청 사업체를 폐업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하청근로자의 노

321) 일단 해석론적 방식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하고 원하청 관계에서도 일정부분 하청근로자에 해 원청사업주의 노동조합법상 사

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사용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비근로자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해 상당한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최근 사내하도급을 실제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한 심층인터뷰 등를 통한 

사례연구에서 자동차산업의 경우 과보호된 정규직 노사관계의 회피를 목적으로 사내

하도급을 활용한다는 연구(이준우 외 4명, “사내하도급 활용의 주요 원인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2011, 176-177면)도 있어 원청의 노동조합

법상 사용자 책임에 한 적극적인 해석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 업무 등 탄력적 인력활용 필요에 의해 사내하청 등 비

전형 근로자를 쓰기보다는 인건비 절검, 노무관리 책임 회피 등이 주요한 이유로 나

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해석론을 통해 현재 사내하도급 문제에 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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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을 

뿐이고, 이를 근거로 단체교섭 거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일단 논리적으로 원청에 해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ㆍ구체적 결정권을 갖는 자라는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책

임을 인정한다면, 원청의 지배력 하에 있는 근로조건 결정에 해 단체교섭

을 거부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같은 실질

적 지배력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朝日放  판례가 단체교섭요구

사건이었고, 최근 미국의 NLRB의 Browning-Ferris 판정 결과 등 외국의 사

례를 고려하더라도 원청에 한 사내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하

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법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의 분리 입장을 근거로,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사내하청 근로자의 단

체교섭 요구권을 인정한 예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의 단체교섭요구에 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322)도 있고 건설하청업체 일용근로자 노동조합에 해 원청회사인 건설

회사를 단체교섭당사자로 인정한 경우323)도 있다.

322)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를 피신청인으로 주식회사 코스콤이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낸 사건에 해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표자 등과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 

조항이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ㆍ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사

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

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

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

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조항에서 정하

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한 사업장내 출

입금지 신청 중 피신청인 노조가 지정한 5인 이하의 인원이 단체교섭을 위한 목적으

로 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 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2. 10. 선고 2007카합2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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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급심 판례이며 현재 판례의 입장으로는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학설의 입장 역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

업주를 상 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인324) 파견근

323) 전문건설업체 등 하수급업체 소속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ㆍ구경북지역건설노조 조

합원들이 원청인 건설회사를 상 로, 전임자 활동보장 및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의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 건설회사에 한 협박이 수반

되었다고 형사기소된 사건으로, 비록 법원에 의해 파기환송( 법원은 형벌죄성립에 

관한 법리위주로 판시하 을 뿐 사용자성 판단에 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있

다.)되었지만, 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 즉, 사업이 순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당해 수급인과 연 하여 책임을 지고(제43조 제1항), 재해보상에 하여

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제9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사업의 사업주에 하여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

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전ㆍ보건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도급사업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

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에

다가, 노동조합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 

개념을 더욱 확 하고 있는 점,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

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

도 단체교섭의 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하여 구체

적ㆍ실질적 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근로의 경우 그 특성상 

원청업체와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

지만 통상 원청업체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의 모습, 작업 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업자, 재하도급업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

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ㆍ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근로

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한 원청업체들도 위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등 하수급업체와 중첩

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특히 법률상 원청업체의 책임이 인정

되는 임금지급에 한 연 책임, 산업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조치의무와 산재보험의 

적용, 퇴직공제가입 등에 한 부분과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구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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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관계와 달리 원청과 사내하청 근로자 간에는 논란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보면 

하청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에 가입ㆍ활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

는 소극적 보장이 하나의 측면이라면 또 하나는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요구

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보장이 두 번째 측면이라고 하겠다. 현재 법원의 

입장은 첫 번째 단계의 것이며, 원청사업주가 실제로 지배ㆍ결정하는 근로조

건에 있어서는 단체교섭의무까지 지도록 하는 것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근로계약관계가 전혀 없는 하청근로자

와 원청사업주 사이에 규범적 효력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 단체교

섭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현행 규정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단체교

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인 사내하청 근로자와 원청 간에 계약당사자로서 

단체협약 체결이 불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한편 자발적으

로 단체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를 원청사업주가 지배력을 행사한

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하청사업주와의 관계, 즉 하청사업주와 근로조건에 

해 중첩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각각 역을 나누어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아무런 규정도 없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론으로서 실효성 있는 

법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법원은 코레일을 상 로 한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소

송325)에서 현 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판결에서 제시한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한 일반 기준을 그 로 적용하면서도 사실관계 인정에 있

어서 정반 로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근로 성립을 모두 부인하여 사회적으

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이 불법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324) 김형배, 앞의 책, 1319면; 이병태, 앞의 책, 396면; 박수근, “간접고용근로자의 집단적 

노동분쟁과 쟁점의 검토”, ｢노동법연구｣ 제24호, 2008, 49면. 김형배 교수는 단체교섭

상에 해서는 파견사업주에 해서는 임금 기타 우에 관하여 교섭요구하고, 사
용사업주에 해서는 근무시간의 배정, 유식, 작업환경 등 작업조건에 해 교섭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325) 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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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기준이 있어도 종합적 판단방식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적용

이 법원에 맡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이며 구

별기준에 한 입법화 필요도 크다고 하겠다.

한편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의 문제가 아닌 적법 도급에 있어서도 원청인 

발주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다보니 하청업체 변경시마다 발생하는 고용불안문

제가 심각하며, 같은 사업장내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원청근로자와 

사내하청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이나 기업복지 차원에서 우가 현격한 차이

가 나는 등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다.

따라서 특별법 형식을 통해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 근로조건 보호와 노

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

인 입법적 쟁점들과 입법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입법적 규율의 근거

1. 사내 하청의 특수성

일의 완성과 그에 한 보수 지급의 약정이라는 민법 제664조가 상정하고 

있는 도급계약의 전형은 계약 당사자의 등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겠

다. 그러나 사내하청은 원청 업장 내 노무제공이라는 장소의 한정성, 제품 

생산이 아닌 노무공급 위주의 계약, 하청사업주의 원청사업주에 한 경제적 

종속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법률적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와 하청근

로자간에도 사회법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326). 즉 납품형 도급이 아닌 

순수노무공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내하청의 경우는 첫째, 노무제공 장

소가 원청근로자의 사업장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원청사업주가 최소한 장소관련 위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으며, 노무제공 

326) 이 면, 박지순, 권혁, ｢원하청 도급관계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및 과제｣,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07. 26-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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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역시 원청의 지배력에 놓이게 된다고 하겠다. 둘째,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는 노무제공 실태를 볼 때, 사내하청의 경우 교육훈련비용 절감 등을 이유

로 하청사업주는 변경되어도 하청근로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속적으

로 원청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부분이라 원청사업장의 일원으로 평가

될 정도의 노무제공의 장기성이 있으며 결국 원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해 법률적 관계는 없으나 고도의 배려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셋째, 사내

하청의 경우 특정 원청회사에 해서만 노무공급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원청전속형 하도급기업이 상당히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내하청은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사회법적 역, 특히 노동법적 규율이 필요하며 원청사

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는 일종의 일반 민사계약요소와 근로계약요소가 혼

재되어 있는 일종의 ‘혼합계약’327) 성격을 띤다고 볼 수도 있겠다.

2. 적법도급에 있어 원청사업주의 책임

사내하청의 문제는 결국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외형상

으로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하더라도 하청사업주가 원청의 노무관리 부

서에 불과하여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다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이론’에 따

라 원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 간에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며, 둘째, 하청사업주가 경 상 

실체가 있다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할 경우 

불법파견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하청사업주가 실체가 

있고 업무상 지휘감독도 하청사업주가 직접 하여 적법 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내하

327) “하청근로자가 원청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사회법적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근로계약관

계성이든지 아니면 일반 민사계약관계이든지- 획일적인 양자택일적 구조를 가지는 판

단방식은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회색지 에 하여는 혼합계약적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법적 효과를 규

율하여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면 외 2명, 위의 보고서,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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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 간의 법률적, 실질적 근로계약이 전제

되는 적법도급에 있어서 원청사업주는 어떠한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의 성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앞서 

현 중공업 판결에서 나타난 사내하청에 한 법원의 입장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

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

할 수 있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 하청사업주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자 책임이므로 중첩적 책임이라고 하

겠다. 일본의 판례나 미국 판례상의 공동사용자 이론을 참고해 보더라도 직

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중첩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

겠다.

아울러 근로계약에 따른 모든 사용자 책임을 지기보다는 기본 근로조건으

로서 원청사업주의 지배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첩적, 보

완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앞서 살펴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사업

주에게 일종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입법을 해야 하는 근거에도 부합한다

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기본 근로조건으로서 원청사업주가 핵심적으로 

지배력을 미치는 부분인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적 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입법적 쟁점과 대안 

1. 파견과 사내하청의 구별 기준 법제화

사내하청의 문제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적

법도급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하더라도 먼저 사내하청 중에 노동법상 책임

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가 심각하므로 현재 행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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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인제 의원 발의 은수미 의원 발의

법안 

내용

제2조의2(도  등과의 구별) ① 도  

는 임 등(이하 “도  등”이라 
한다)의 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하기 
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 하더

라도 근로자 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는 기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등을 한 자(이하 “도 인”
이라 한다)가 도  등의 계약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  등을 

받은 자(이하 “수 인”이라 한다)가 
고용한 근로자의 작업에 한 배치 

 변경을 결정하는 경우

  2. 도 인이 수 인의 근로자에 

하여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3. 도 인이 수 인의 근로자에 

한 근로시간ㆍ휴가 등의 리  

징계에 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장 이 정하는 경우

제2조의2(도  등과의 구별) ① 근로
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자는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근로자 견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도 계약의 목   내용이 특

정되어 있고 단순히 노무의 공 만

을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2.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 
업무수행의 방법  평가 등에 한 

사항에 하여 독립 으로 결정하고 

직 으로 지시ㆍ 리하는 등 노동

력을 스스로 직  이용하는 경우

  3. 스스로의 문 인 기획과 기

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업무에 필요한 설

비ㆍ기자재 등을 제공하여 독립 인 

계획에 따라 작업순서  과정을 결

정하는 경우  

4. ｢민법｣, ｢상법｣  는 그 밖의 법

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

임을 부담하고, 그 근로자에 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용자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경우

② 도  등이 근로자 견사업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각 호의 기
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

야 한다. 다만, 도 인이 수 인의 

근로자에 하여 근로조건 향상, 산
업재해 방, 직업능력개발 등을 
한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도 그것이 법률 등의 반을 면하기 

하여 고의로 장된 경우에는 근

로자 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수 인 등에 소속된 장 리인

이 있고 독립 으로 업무가 이루어

지는 경우라도 도 인의 도 지시가 

으로만 운 되고 있는 파견과의 구별기준을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파견과 도급 법제화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에 2개의 파견법 개정법률

안이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인제 의원 발의안과 은수미 의원 발의안이 

그것인데 2가지 법률안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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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이인제 의원 발의 은수미 의원 발의

법안 

내용

자 견의 징표로 보지 아니한다.
  1. 도 인이 ｢산업안 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도 인이 수 인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하여 수 인에게 

훈련비용, 장소,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도 인이 수 인의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하여 지원하는 경우

  4. 도 인이 경 성과에 따른 성

과 을 수 인을 통하여 수 인의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나치게 구체 이거나 장 리인

에 의하여 단순히 달되는 경우에

는 근로자 견사업을 행한 것으로 

본다.

일단 이인제 의원안의 경우 법원이 취하고 있는 종합적 고려방식을 직

접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판단요소들도 법원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관한 입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파견과 도급 판단에 있어서 집행

기관인 행정부의 판단의 재량을 주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원ㆍ하

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배려차원

에서 시행하는 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 고충처리 지원 등 조치가 근로

자파견의 지표로 보이지 않도록 직접 명시하 다. 이에 비해 은수미 의원안

은 법률에서 명시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파견으로 보

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좁게 된다. 아울

러 제2항 규정에서 법률 등의 위반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장된 경우에

는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위장도급을 엄격히 금지하

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은수미 의원안의 경우 ‘업무에 필

요한 설비ㆍ기자재’를 하청 업체가 스스로 제공해야만 하고, ‘민법, 상법 등 

법률상의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과 모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제 적법하게 운 되고 있는 사내하청도 파견으로 보게 될 개연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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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 도급의 범주를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인제 의원안은 종합적 고려방식을 취함으로써 법제화에도 불구하

고 현재 판단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해석론의 문제를 그 로 가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종합적 판단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률적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초래된

다고 보겠다. 

따라서 위장도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는 도급에 한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별기준을 법제화하는 

만큼 일관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변화추이를 볼 때도 파견근로자 수는 정체되고 있는 반면 용역근로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내도급이 파견근로를 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는바, 불법 파견 억제하는 차원에서도 사내하도급에 있어서는 현재 법원이 

가지고 있는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원칙적으로 도급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

업의 특수한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도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을 예외인정의 주체로 보는 것은 도급과 파견의 구분은 현

장의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므로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노사가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인제 의원안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취지는 이해가 되나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산업안전, 근

로자복지, 고충처리 차원에서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사업주

가 취하는 조치들은 도급여부 판단에 있어서 원청사업주의 의사에 반하여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정도로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도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배려차원의 조치가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는 적다고 하겠다. 따라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해 규정화한다면 다음과 같다.328)

328)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한구 의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며, 사내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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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근로자 파견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의 계약에 따라 자신

의 근로자를 타인의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

하는 자로 본다. 
1. 도급ㆍ위임 사업주(이하 ‘도급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소속 근로자에 

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 경우

2. 도급 사업주 등 소속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3.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작업에 투입될 소속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휴게, 휴가, 근무태도 점검에 도급사업주 등이 직

접 관여하는 경우

4. 도급ㆍ위임 계약의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업주 등의 지

시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5. 수임ㆍ수탁사업주가 업무의 전문성ㆍ기술성, 작업설비나 독자적인 수

행방법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사유나 해당 업종의 특성,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위의 일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도 고용노동부 장관

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도급 또는 위임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등으로 본다. 
③ 도급 사업주 등이 사업장내 복지시설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수

행을 위한 조치, 경 성과금 지원 등 하도급사업주의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

해 취한 조치들은 도급 사업주등의 의사에 반하여 도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2. 사내하청 근로자 고용안정 

사내하청 근로자의 경우 원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

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속인 하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

리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정하기 때

문에 그러한 문제가 더 크다고 하겠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사내하청 근로자 보호가 핵심 취지이므로 굳이 파견법의 개정법

률이 아니라 사내하도급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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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판례는 업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업양

도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하청업체만 변경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원청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업양도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329) 

업양도ㆍ양수시 고용승계 원칙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국의 경우 2006년 사업양도(고용보호)에 관한 규정

(TUPE)을 개정,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도 양도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바 있고, 유럽연합법원은 “사업이전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유지에 관한 유

럽연합 77/187 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건물소유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

은 사업주가 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주로 체된 경우와 같이 양도

인과 양수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 고, 

프랑스 법원도 같은 입장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330) 

수급사업주 간에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법리적 부정합성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석상 

한계가 크므로 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원칙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도 사내하청 사업주만 변경되고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가 많아 동 규정을 입법화하더라도 집행상 큰 문제는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공공부문의 경우는 새로운 용역계약자 선정시 

과업지시서 내용에 기존 용역계약자 소속 근로자에 한 원칙적 고용승계의

무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자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서상 

과업지시서를 포괄적으로 반 하고 있다.331) 

329) 아파트입주자 표회의가 관리방식을 변경하여 업무를 위임한 경우 업양도와는 다

른 개념으로 고용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 법원 1997. 11. 28. 선고 99다2680 판
결), 또는 위탁되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

당하는지 판단한 예가 있다( 법원 2015. 2. 2. 선고 2012두4746 판결).
330) 프랑스 파기원은 1990년 3월 16일 판결을 통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법적 관계

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이 이전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신구 사용자들간

에 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이 계속 수행되는 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제적 일체의 이전에 해서 고용승계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상 유럽연

합법원과 프랑스 법원의 입장은 조임 , 앞의 논문, 60-61면 참조. 
331) 이 경우 민법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론을 적용하여 신규 수급사업자와 기존 근로자

간에 원칙적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정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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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은 아래와 같다.332)

제○조 (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①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사업

주가 교체되는 경우, 해당 도급ㆍ위임된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 수행되는 한 기

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는 신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로 본다.
② 해당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차별적 처우 금지 

현재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내하청의 경우, 청소ㆍ경비ㆍ포장ㆍ

운반 등 주변부 업무뿐 아니라 동일한 생산공정에서 원청사업주 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은 70-80% 수준에 불과하며 사내 복지혜택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균등처우 금지 규정333)이 있으나 사업주가 다른 

하청과 원청근로자간에 직접적인 비교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적용하기가 어

려다고 보인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960년 이탈리아의 입법례334), 2008

년 유럽연합지침335)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차별처우 금지 규정의 입법이 필

를 거쳐 예외적으로 고용승계하지 않을 여지는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2) 현재 이한구 의원안은 동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고용유지 노력의

무 로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시해보았다. 
333) 균등처우 중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를 포함하여 선천적 지위뿐 아니라 후천적 지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

하는데 학설상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갑래, ｢근로기준법｣(제26판), 2014, 
144-145면. 

334) 이탈리아의 1960년 10월 23일 제1369호 법(일의 수행에 있어서 근로자공급과 근로자

파견의 금지 및 하도급에서의 노동력 이용에 관한 새로운 기준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도급인(원사업주)이 진정한 사업조직과 경 조직을 갖춘 수급인(하도급사업주)으로 

하여금 어떤 작업이나 용역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도록 사내하도

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근로자들

에 비하여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제성 외 4명,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9, 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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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임을 이유로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

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

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 및 제16조(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

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사용자”는 “원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로 본다.

요하다고 판단된다.

차별 금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

하여 차별 금지의 수준이나 비교 상, 구제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교 상은 기간제법과 동일하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라고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방식보

다는 “차별적 처우 금지”방식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구제절차는 기간제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해 진행 하도록 한다. 의무수행주체는 원사

업주와 하도급 사업주가 연 하여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임금 연대책임 및 고충처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핵심 사항인 임금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

법상 도급인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 하여 책임지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 실질적인 연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하도급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연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된다.336) 프랑스의 경우는 수급인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335) 2008년 11월 19일에 제정된 유럽연합의 ｢파견근로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8/ 
104/CE)｣ 제5조는 기본적 근로조건의 평등 우 원칙에 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

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를 수행하는 동안 파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은 파견근로

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조건과 최소한 같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제성 외 4명, 위의 논문,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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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〇조 (사내하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 책임) ①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내

하도급근로자의 임금에 하여 연 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주가 도급

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전적으로 수급사업주의 책임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음을 원사업

주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〇조(고충처리)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마

련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원사업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원사업주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수급인 파산시 반 약정이 있더라도 사내하청 근

로자 임금 및 사회보험료 등 법률이 규정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에 해 

신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한다.337)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보장에 한 원사업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고충처리 역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 환경 등에 관한 것으로 원사업주의 

지배력 하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5.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등 원청의 

장소적 지배력으로 인하여 성희롱 예방이나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있어서 

원청사업주의 협조나 책임분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

청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336) 현재 파견법 역시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

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 사용사업주의 연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진정한 연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

한 규정이라서 실제 실효성도 별로 높지 않다고 하겠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근로에 한 가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책임을 진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적으로 파견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연 책임

을 면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37) 조임 , 앞의 논문,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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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〇조(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조치) ① 원사업주는 수급계약기간 중 수급사업

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할 때,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확인조치

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④ 원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의해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한 성희롱이 발생하

을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한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

6. 원사업주 책임 범위 설정 

원청사업주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향력이나 지배력을 미

치는 분야에 해서는 노동법상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기준으로 간접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나 동일한 여건에 있다고 보고 파견법의 경우 임금, 해고제한 등은 파견사업

주가, 근로시간이나 휴가, 산업안전 등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

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다만, 개념적으로 파

견의 경우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사내하도급은 사용사업주가 하도급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는 

것338)이므로 원사업주의 책임은 수급사업주 책임에 한 연 책임으로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파견법상 파견사업주 책임 역은 수

급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사용사업주의 책임 역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연 하여 충첩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도록 한다. 

먼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사관

338) 만약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해 원사업주가 직접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는 불법파견으

로서 파견법을 직접 적용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내하도급법 역을 벗어나게 되므로 

양 법률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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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등한 교섭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분야에 해 원

사업주를 상 로 한 단체교섭 요구도 가능하도록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경우 역시 노사관계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주와 

하도급 근로자이므로, 원사업주는 노동법상 책임지는 분야에 있어서 수급사

업주와 연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

해 현행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제

31조(단체협약의 작성) 및 제81조(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

에 한 특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노동조합법 규정은 현행 규정 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사내하청과 원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당 규정 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하나의 원청 내에 다수

의 하청이 존재할 경우, 원청이 하청기업별 노사간의 단체교섭과정에 매번 

참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교섭관행은 여

러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다수의 하청사

업주와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이 교섭하거나 여러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더

라도 하청노조들과 하청 사업주들이 시기와 장소를 맞추어 함께 교섭하는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원청사업주 참여가 크게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 

간에 규범적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한지에 해서는 하청노동조

합이 독자적으로는 조직구성원과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와 단체협

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나 하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간의 단체협약에 일종

의 연 책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원청사업주와 하청근로자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은 하청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매개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장내 노사 간의 또 하나의 의견교환 채널이고 근로자의 경 참

여 방식인 노사협의회 제도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 근로자 고충처리,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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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〇조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주 및 원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
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
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

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표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원사업주와 수급 사용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사항에 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원사업주는 반드시 수

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이의 교섭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〇조 (산업안전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에 관하여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

다.
② 원사업주는 근무중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수급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진, 작업과 휴게시간 운용, 근로자 복지증진 등 협의사항들은 사업장의 한 

구성원인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무여건에도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고 하겠

다. 그러나 그 근거 법률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정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르고 있어 사내하청 근로자의 원청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참여는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하청근로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현재 행정지도차원에서 사내하청 근로자 표와 하청사업주의 원청 사

업장 노사협의회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별도 규정없이는 참여보장이 어렵

다고 보이므로 참여를 제도화하되, 원청근로자가 아니라는 한계는 인정하여

야 하므로 하청근로자 표의 참여와 의견진술권 보장을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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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에 하여는 수급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④수급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

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원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표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사항에 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원사업주는 반드시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이의 교섭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조 (노동조합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표하는 노동조합이 

수급사업주를 상 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법률 규정에 따

라 원사업주가 참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 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노동관계 당사자에 원사업주도 포함되는 것으

로 한다. 
제○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에 관한 특례) ① 수급사업주와 그 근로자를 

표하는 자(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표자, 없는 

경우는 과반수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한 원사업장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그 근로자 표의 참여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

야 하고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사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주와 그 근로자를 표하는 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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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근로자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개별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국민의 근로할 권리와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

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별적 노동관계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또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

장하기 위해 집단적 노사관계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근간에

는 근로자 개념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근로자 개념이 고정적이고 불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산업구조

가 변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며,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이 나타나기 때문에 법률이 상으로 하는 근로자 개념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통적인 관념의 근로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근무형태는 전통적인 관념의 근로자와는 상당한 차이

가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제한을 많이 해소

하 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제조업 종사자 수보다 서비스직 종사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의 작업방식이나 노동의 산출물도 변화하고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도 과거 방식과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산

업구조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 외에도 노동법상의 규제

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비노동화’전략으로 인하여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누가 근로자

인가?’하는 근로자 개념의 문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도급 계약방식으로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과거부터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는 핵심적인 역이었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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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퀵서비스나 택배 종사자 등 새로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늘어나고 있으

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

어 사회적인 문제로 두하고 있기 떄문이다. 아울러 1998년 근로자파견제

도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다면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내하도급이 사업체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의 근로자

인가, 즉 누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가?’하는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

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 개념 문제에 해 우리나라 법원이 취해온 입장을 살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지속적으로 

부정해 옴을 알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 특정 사업주의 사

업수행에 불가결한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해당 사업주에 한 

노무공급에 따른 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으며 해당 보수에 경제적으로 전

적으로 또는 거의 종속되어 있으며, 노무제공에 한 가가 집단적, 일방적

으로 정해지고 있어 노동법의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해온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무시간ㆍ장소 등 세부적인 근로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되는 전통적인 근로자 관념에서 벗어나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규정내용이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한 최저기

준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적용의 효력은 사인간의 근로계

약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여 일정한 근로조건 수준을 적용시키는 것이

므로,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에서 벗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 로 인정한 법률들이 매우 광범위하여 근로기준

법이 인정될 경우, 다른 노동관련 법률들이 그 로 다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보수지급 방식이나 보수액 산정이 전통적인 근로자

들과 달라 법률의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를 우려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수형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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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 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인정한 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예도 있는데, 지난 2014년 88관광개발 사건에 이르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로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성 여부에 한 판례 흐름을 살펴보면 당초 캐디에 해 노동조합

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초기 입장과 달리 ‘구체적ㆍ개별적 지휘감독’을 기

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사용종속성에 한 징표가 확정된 1994년 

법원 판결 이후 레미콘 지입차주 등에 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

인하는 판결이 더 많아졌다. 그러나 실업자를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2004년 서울여성

노조 판결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기본 근로조건에 해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다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결

정한 2007년 현 중공업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분리하여, 해당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별도로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짐에 따라, 2014년에 이르러 다시 한 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 캐디에 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또한 파견이나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또는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빈

번이 제기되는 ‘누구의 근로자인가?’에 한 물음에 해서도 근로자지위확

인이나 해고 등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전통적으로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 이론에 따라 이를 판단해왔다. 그리고 파견법 도입 이후에는 하도

급업체나 파견업체의 실체를 판단하여 실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

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사업주를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하 으며, 실

체가 있을 경우는 다시 사용사업주가 지휘ㆍ감독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관계로 인정하 고, 사용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이 없다면 도

급관계로 판단하여, 사용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

석하 다. 2010년 7월 현 자동차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해 실제로는 파견

관계로 인정하여 직접고용 의제조항을 적용한 것이 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다투는, 즉 노동조합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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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념이 문제가 된 2010년 3월 현 중공업 결정에 있어서 법원은 하청

기업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원청사용자의 부분적, 병존적 사용자성을 인정

하는 판결을 내렸다. 즉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에 해 근로계약관계는 하청

업체와 있다고 인정하면서, 즉 하청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

하면서도 원청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청근로자의 노조활동에 지배ㆍ개입하

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

이다.

간접고용 또는 다면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책임에 

한 판결은 일단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는 사건 이외에 단체교섭요구에 응

할 의무 등 노동조합법상 다른 조항과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나타난 바는 

없다. 그러나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본 근로조건에 있어서 실질적 지

배력을 가진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주가 지배력을 미치는 범위에서 해당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

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관된 해석일 것이며, 노동조합법의 제정 목적이

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해당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 혜택을 보는 관계라면 근로계약관계와는 무관하게 인정되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의 분리를 전제로 하여 현 시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사내하청 근로자 등 간접고용관계에 해 근로자ㆍ사용자 관계에 한 재조

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직종의 다양성, 직종 내 근로조건의 다

양성을 고려하여,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적용은 배제하고 노동조합법상 근

로자 개념의 확  적용을 통해 자율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때 해석론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례형성만을 기 하기보다는 일본의 노사관계법전문연구회의 예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마련 등 적극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광범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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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론만으로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적용의 한계가 크고, 일부 노동조합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그 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있으므로 노동조

합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과 노동조합법 적용범위를 명시하는 입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석을 통해

서나 입법을 통해서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범주의 노무제공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ILO와 각 국의 입

법례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노력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사내하청은 그것이 위장

도급이든, 불법파견이든, 또는 적법도급이라 할지라도 현재 노동법의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즉 사내하청 근로자의 업무상 

지휘권이 이론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주가 행사하여야 하나 

근무장소와 원수급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사용자의 지배력을 벗어나기가 현

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적법도급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자율적 결정

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현 중공업 판결과 현

자동차 판결에서 파견과 도급에 한 구별기준의 정립으로 해석론을 통해서

도 최소한 노동조합법 적용이나 파견법 적용을 통한 원청사업주에 한 직

접고용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외국의 사

례를 보더라도 사내하청에 있어서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원청사

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확 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사내하청 근로자에 한 원청사업주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책

임을 인정한 법원의 입장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으

며 사내하청 근로자에 해 원청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근거가 되

었던 법원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이 최근 KTX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판단 주체에 따라 정 반 의 결론을 낳게 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초

래할 수 있음이 판명됨에 따라 사내하도급 문제에 해서는 입법을 통해 원

청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하겠다. 

따라서 하청기업 변경에 따른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불안정, 원청근로자

와의 차별적 처우문제, 임금 등 핵심적 근로조건 보장 미흡, 집단적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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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어서 사내하청 근로자와 하청사업주 간의 교섭의 한계 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외국의 입법사례 등

을 고려하여 입법적 안 마련을 검토해 보았다. 아울러 사내하청 근로자도 

사업장 내 중요한 구성원 중의 하나라는 차원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서의 사내하청 근로자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

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노사관계 당사자인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토  위에서 법률의 제정 및 

실행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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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제89조부터 제97조까지로 하고 제88조 및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특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 규정에 따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1.27.>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 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제2항 규정에 의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우체국 예금ㆍ보

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

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

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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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

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이 법에 의한 특수형

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결정받은 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받아 사업을 운 하는 사

업주, 사업의 경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하여 행동

하는 자를 이 법에 의한 사용자로 본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용자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 근무형태,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이 법에 의한 근로

계약으로 본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

의 전임자에 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29조의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같은 교섭단위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해서는 제35조,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들이 수행하던 노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와 

쟁의기간에 한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ㆍ 체하더라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결정) ① 제88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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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 또는 사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직권으로 관계 당사자에 

한 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 요구, 필요한 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한 불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9

조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위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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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법률 제      호339)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마

련함으로써 사업장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사업주가 원사업

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사업주”란 수급사업주에게 업무를 도급 또는 위임한 사업주를 

말한다.

3. “수급사업주”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 또는 위임받은 사업주

를 말한다.

4. “사내하도급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수급사업주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말한다.

5. “사내하도급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여하는 물분하고 원사업주와 수

급사업주간에 사내하도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339) 동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한구 의원안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각 

쟁점별로 검토한 입법안의 내용을 반 한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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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 성과금 등

라.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사항 등

제2조의2 (근로자파견과의 구별) ① 도급 또는 위임 등의 계약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를 타인의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 

1. 도급ㆍ위임 사업주(이하‘도급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소속 근로자

에 해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있는 지시를 하

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 경우

2. 도급사업주 등 소속 근로자와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경우

3.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작업에 투입될  소속 근로자 선발이나 근로자

의 수, 교육 및 훈련, 휴게, 휴가, 근무태도 점검에 도급사업주 등

이 직접 관여하는 경우

4. 도급ㆍ위임 계약의 목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도급사업주 등의 지

시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5. 수임ㆍ수탁사업주가 업무의 전문성ㆍ기술성, 작업설비나 독자적인 

수행방법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사유나 해당 업종의 특성, 특수한 

상황발생으로 인하여 위의 일부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도 고용노동

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도급 또는 위임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도급 사업주등으로 본다. 

③ 도급사업주 등이 사업장내 복지시설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수행을 위한 조치, 경 성과금 지원 등 하도급사업주의 근로자 복지향상

을 위해 취한 조치들은 도급 사업주등의 의사에 반하여 도급여부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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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내하도급계약의 남용

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거나 고용안정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내하도급계약

제4조(계약의 내용 등) ① 사내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내하도급계약을 서면으

로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2. 사내하도급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의 구체적인 근로제공 장소

3. 사내하도급 금의 구체적인 내역(도급계약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및 지급방법ㆍ지급기일

4.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5. 사내하도급근로자의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6.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7. 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원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급사

업주에게 제7조제1항의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합리적

인 이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함으로써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등)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때에

는 60일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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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이나 노동조

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사내하도급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용 승계 및 근로조건 유지) ① 사내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수급

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 해당 도급ㆍ위임된 업무가 동일하게 계속 수행

되는 한 기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는 신규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로 

본다.

② 해당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수급사업주가 고

용한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사

내하도급근로자임을 이유로 원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 및 제16조(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

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사용자”는 “원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로 본다.

제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원

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제7조를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

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

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원사업주와 수급사업

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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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는 해당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

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제15조의2제5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

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원사업주와 수

급사업주 및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제9조(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당해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수급사업주의 준수사항 등

제10조(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한 고지의무) ① 수급사업주는 근로자를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

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급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사내하도급근로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

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수급사업주는 정

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사내하도급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원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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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 

후 원사업주가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내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수급사업주에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내하

도급 금 내역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적정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장) ① 수급사업주는 원사업주와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의 사업주부담부분 등 법령준수에 필요

한 비용확보 등을 고려하여 도급 금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복리후생 및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원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직업능력개발) ①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 하여

야 한다.

② 수급사업주는 원사업주와 협의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ㆍ교재ㆍ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하여 교육훈련 등을 통해 향상된 

직업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경력관리에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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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충처리)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

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원사업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원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원사업주의 준수사항 등

제16조(사내하도급계약에 관한 조치) 원사업주는 제4조에 따른 사내하도

급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도급계약시 준수사항)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내하도급근로자가 원사업주가 고용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근로조건, 그 밖의 처우상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도급 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사내하도급에서의 임금 지급 연 책임) ①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

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임금에 하여 연 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

업주가 도급 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전적으로 수급사업주의 책임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급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음을 원

사업주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도급운 상의 의무)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권한과 책

임을 존중하고 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작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① 원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는 해당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채용규모 등 일자리 정보를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사내하도급근로자 중 적격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사내하도

급관계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을 경

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표하는 자와 위탁 사유와 기간, 규모 등에 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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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복리후생시설 이용에 관한 편의제공) 원사업주는 자신의 소속 근

로자가 이용하는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

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편의제공 등) ①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

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수급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 프

로그램․교재․기자재 및 교육장소 등에 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주와 협의하여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상으로 공동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조치) ① 원사업주는 수급계약기간중 수급사

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에 의한 

확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원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의해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한 성희롱이 발생

하 을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한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에 관하

여는  수급사업주 및 원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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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주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

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표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원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사항에 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원

사업주는 반드시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이의 교섭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25조 (산업안전법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에 관하

여는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② 원사업주는 근무중인 사내하도급근로자에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수

급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에 하여는 수급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

로 본다. 

④ 수급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원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표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원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사항에 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원

사업주는 반드시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근로자 사이의 교섭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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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노동조합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사내하도급근로자를 표하는 노   

동조합이 수급사업주를 상 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법

률 규정에 따라 원사업주가 참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노동관계 당사자에 원

사업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법에 관한 특례) ① 수급사업주와 그 근로자

를 표하는 자(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표자, 

없는 경우는 과반수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원사업장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와 그 근로자 표의 참여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

하여야 하고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사전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주와 그 근로자를 표하는 자는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 을 확보하

는데 필요하면 수급사업주에게 사내하도급의 운  및 사내하도급근로자

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주 및 

원사업주에 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의 사업장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단

체 등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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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제3항을 위

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

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

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해당 사내하도급근로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

지 아니한 수급사업주

③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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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2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8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도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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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haping the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in response to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Kim, Kyoungseon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is a worker?’ and ‘Who is the worker's employer?’, to put it 

differently, ‘Who bears employer responsibilities towards the worker?’ are 

the basic and key questions that need to be asked when it comes to 

applying labor law. In the past when typical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s 

were based on labor contracts, it was clear who were subject to labor law 

and who should take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by law. However, as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and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ve changed the way people work, labor 

contract-based typical employment relationships have dwindled and new 

kinds of service contracts have increased. As a result, types of employment 

have greatly diversified. This trend is also being accelerated by employers' 

gimmicks to avoid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labor law.

Dependent contractors usually work on a regular basis under a mandate or 

service contract with a particular business owner, are paid for the work they 

have done and live on such pay, and have their pay collectively and 

unilaterally determined, so they need to be protected by labor law. 

Nevertheless, the courts had consistently denied them the status of a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aken different positions, 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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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by-case basis, on their status as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de Union 

Act”). However, in a recent case involving 88 country club, the court made 

clear that although golf caddies are not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must be considered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give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Trade Union Act. This position seems to b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islative purposes and intent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Trade Union Act. In other words, the Labor 

Standards Act is meant to set minimum standards for labor conditions and 

punish any violation of those standards whereas the purpose of the Trade 

Union Act is to guarantee collective and autonomous determination of 

working conditions by ensuring equal bargaining powers for both labor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Trade Union Act does not require as strong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s as the Labor Standards Act does.   

Other countries, too, are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to 

dependent contractors by interpreting an existing law more broadly or 

enacting a new law. In the case of Japan, its Labor Union Act is actively 

interpreted so that it can apply to dependent contractors. Recently even 

convenience store franchisees have been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Meanwhile, in Germany, the U.K., France and Canada, 

new legal provisions were introduced to extend statutory protection to 

dependent contractors. Legislation governing collective labor relations applies 

to dependent contractors in all these countries. 

Give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court rulings, dependent contrac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workers subject to labor law in such a 

way that they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but are fully covered by the Trade Union Act. To do so,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up a research body, like the Japan Industri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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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ssociation, and create criteria for interpreting the concept of a 

worker under the Trade Union Act so a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to dependent contractors using an interpretative approach. However, the 

range of dependent contractors is so wide that the interpretative approach 

would still have big limitations. Parallel eff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legislation that specifies the scope of dependent contractors subject to the 

Trade Union Act and matters concerning its application. Inserting a special 

provision applicable to dependent contractors into the Trade Union Act 

would be a reasonable way to establish such legislation.     

Meanwhile, another aspect of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is 

an increase in indirect employment that involves using workers belonging to 

someone else. A typical example of indirect employment is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Another example is in-house subcontracting which is 

widespread across industries in Korea. An in-house subcontractor's workers 

perform their jobs in the workplace of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ir 

work is closely linked to that of the principal contractor's workers, so their 

place of work and working time are both under the actual control of the 

principal contractor, resulting in something similar to indirect employment. In 

particular, in-house subcontracting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its long-term 

service. Many in-house subcontractors are exclusive ones that provide their 

services only to a particular principal contractor and in cases where 

peripheral work, such as cleaning and security guarding, is outsourced to a 

subcontractor, it frequently happens that the subcontractor's workers continue 

to work in the workplace of the principal contractor even after a change of 

subcontractor. Considering all this, in-house subcontracting which is neither a 

supply contract nor a project contract requiring completion of a task before 

a deadline but an arrangement for continuous provision of services seems to 

need regulation by law even if it is legiti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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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ruled in the Hundai Heavy Industries case in 2010 

that although the principal contractor is not in a labor contract-based 

relationship with its subcontractors' workers, it has responsibilities to them as 

a main agent controlling or intervening in their affairs under the Trade 

Union Act. And in its recent ruling on the 88 country club case,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its teleological interpretation recognizing a broader 

scope of workers under the Trade Union Act. These rulings are considered 

to have paved the way for a broader recognition of principal contractors' 

responsibilities under the Trade Union Act, that is,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However,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to in-house 

subcontractors' workers using an interpretative approach could raise 

controversy over the extent to which principal contractors' responsibilities 

can be recognized. After all, it would be necessary to clarify principal 

contractors' responsibilities towards their in-house subcontractors' workers 

using a legislative approach. Establishing a special law to protect in-house 

subcontractors' workers can be suggested as a solution to this.  

Key words: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concept of a worker, 

employers' responsibility, dependent contractors, in-house 

subcontractors' workers, legislative approach

Identification Number: 2012-3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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