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박사학위논문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법전공

현 병 훈



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철 수

이 논문을 법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회법전공

현 병 훈

현병훈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7월

위 원 장                     ㊞
부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i

국문초록

전통적 경제 상식과는 반대로 평등과 경제 성장 사이에 균형이란 없다. 사실

은 거의 반대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출이 잘 되고 경제지표

가 호조를 보일 때조차도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저소득층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유연화로 급속히 기울고 

이중구조화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개인이 감

당해야 할 경제적 위험 수준은 높아졌다.

빈곤율은 높고 특히 근로빈곤의 비율이 상당하다. 이것은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고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다양한 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근

로빈곤(working poor)’은 특히 ‘근로가 모두의 복지와 사회통합의 열쇠’라는 기

본적인 약속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ILO는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며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같은 옵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

하고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거나 많은 국가들이 실질

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부활’

이라고 할만하다.

많은 국가에서 법정 최저임금은 일반 최저임금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

이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임금분산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 피라미드 하단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종종 ‘중산층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단체

교섭 시스템과 낮은 협상 범위를 가진 국가에 더욱 유용하다. 노사 간 입금 협

상 외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전체 임금 수준 향상에 핵심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이다.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의 큰 차이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

를 반 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꾸준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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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

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정한

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단체의 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

회의 결정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 계

는 기업경 상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명목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또는 감

축)하라고 요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역할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최저

임금 결정체계의 변경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 등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이 많은 것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근로

감독행정의 미비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적발과 제재 때문에 최

저임금 준수율이 낮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할 임금의 범위와 관

련해서도 견해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

자 한다. 단순히 경제정책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공정성 개념과 함

께 우리 헌법에 비추어 근로권과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정의, 사회적 합의 등

과 연계하여 최저임금제의 규범적 기초를 살펴본다. 이것은 최저임금제가 현실

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목적 지

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다양성에 불구하고 단순히 지표 중심이 아니라 상호 

연계하여 최저임금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회 일반에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단순 명료하여야 한다. 최저

임금의 적용범위와 비교대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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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 등 최저임금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점검해 본다. 결

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후 연구를 통해 추출된 관점을 토대로 법과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주요어: 근로빈곤, 소득불평등, 사회적 배제, 노동유연화, 임금주도 성장전략, 

근로권, 사회적 정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저임금 적용범위, 최저임

금 이행확보

학  번 : 982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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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과거 개발연대 동안의 압축적 경제성장이 세계적으로 예외적이었던 만큼이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급격한 불평등 심화 현상도 압축적이라고 할만하

다. 노동시장은 유연화로 급속히 기울고 이중구조화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고

용불안과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위험 수준은 높아

졌다. 빈곤율은 높고 특히 근로빈곤의 비율이 상당하다. 이것은 일자리를 통해

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고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

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다양한 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

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세계화, 탈산업화, 기술진보, 금융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하지만 노동시장제도와 정책적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 비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임금일자리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증

가하지 않았다.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전 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

소득 불평등이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0% 수준의 낮은 노조조직률

과 기업 단위의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아 노동시장의 주

체에 의한 저임금의 해소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사 간 입금협상 외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저임금을 해소하고 

전체 임금 수준 향상에 핵심적인 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이다. 국가별 최저임

금 수준의 큰 차이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를 반 한다. 최저

 1) 우리나라의 임 근로 실태에 해서는 황덕순 외(201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

안 연구- 임 근로를 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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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수준은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꾸준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저임금과 소득불평등 확대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회경

제적 발전의 역사적 과정이나 처한 환경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의 중요한 구조적 원인이 소득불평

등의 급속한 증가이고, 이것은 만성적인 총수요 부족과 낮은 경제 성장의 원인

이라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질임금 수준의 정체와 저임금 부

문의 증가가 총수요 성장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실질임금 수준 향

상에 기초한 임금주도 성장전략과 훨씬 더 평등한 소득분배로 돌아갈 것을 요

구한다. 이에 따라 종래 일부 저임금근로자 보호수단으로만 여겨지던 최저임금

제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제의 존재의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건전하고 지

속가능한 경제를 위해서 그 밑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총수요 부족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필요성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현실의 문제에 접근할 때, 자동 안전판과 사회적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2) 최저임금제의 사회정책적 관점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때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는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반 해야 한다. 사

회세력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원적으로 얽혀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 필

요성이 더 크고 제도의 발전과 운용에의 참여와 합의가 중요하다. 노사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또한 합의의 결과가 최저임금제 본

래의 목적에 맞게 기능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2) Joseph Stiglitz(2009), The Global Crisis, Social Protection and Job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48, No. 1-2, p.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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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래 한 나라의 제도 속에는 다양한 목적과 고려 요소가 혼재한다. 나라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다수의 제도적 논의들이 있으며 이런 논의들은 국가

의 발전 단계, 국가별 노동시장의 특성, 노사관계 유형과 노동조합의 세력, 경

제상황, 기타 요인들과 같이 많은 국가별 특이 요인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최

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하다. 비교법(제도)적 분석이나 

연혁적 고찰, 고용ㆍ소득분배ㆍ경제성장 등 경제적 효과의 이론적ㆍ실증적 연

구,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성 혹은 효율성 분석,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나 적용범위, 결정방법, 수준 등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운용

되어 왔는가에 주목하는 것은 최저임금제의 의의와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방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 운용상의 개별적 특성만을 열거하는 데 그칠 

수도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데 이것은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문

제로 귀결된다. 항상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

론인데 경제학적으로 그 균형점은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

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결정과정이 이해관계자는 물론 사회 일반에 대해 설득력

이 있어야 그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최저임금 수준의 공정성도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보다는 최저임금제의 고유의 목적인 저

임금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에 주목하는 규범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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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연구도 유용하지만 우리의 최저임금제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자율적 노사관행이 미약하고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 간의 격차가 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과 최저임금제를 직접 연계하여 설명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구자의 부족함과 맞물려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가 현실

의 필요성과 목적 지향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에 그치게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공통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빈곤 문제에 주

목하면서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제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해 본다. 물론 개별적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법제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최저임금제의 기본적 목적이 경제성

장정책에 매몰되지 않도록 헌법상 근로권과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정의와 사회

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문제해결기능과 함께 사회정책적 

의의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어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노사 간 인식의 공유 없이 극명한 

의견 차만 노정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가 드문 현실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제 운용의 실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살

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해소를 통한 임금격차의 완화 등

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

임금법의 적용범위 확대, 최저임금 결정의 준거 지표 다양화, 최저임금 수준의 

법정, 최저임금 감액ㆍ적용제외 규정의 개정,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또는 결정 

주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 방식, 그리고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 방

안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적용으로 대별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정합적인 결정기준에 대한 검토

와 최저임금 수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할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적 합의로서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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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강조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확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이 주된 내용이다. 이것은 현재 최저임금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가사사용인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감

액 적용 근거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비교대상임금에 대해 살펴본다. 통상임금 판례 법리의 변화와 함께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의 통일적 이해를 기초로 하지만 최저

임금제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그 범위가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최저

임금 수준 못지않게 실제에 있어서의 준수가 중요하다.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

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미만율)이 높은 현실은 그나마 설

정된 최저임금마저도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제의 규범성을 침해한다. 이에 대

응하여 경제적 제재방안을 포함하여 근로감독의 강화 등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갖는 제도적 특성이 규범적 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고,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이 큰 점을 감

안할 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 등에서 연구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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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최저임금제의 의의

제1절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의의

Ⅰ.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임금근로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3) 임금근로자

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 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

는 데 목적이 있다.4) 최저임금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근로자와 그 가

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

야 한다.5)

1919년 창설 당시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은 사회불안의 해소와 평화를 증

진하기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제공’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회원국에 촉

구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은 “도처에서 빈곤이 번 을 위협하고 있다.”

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프로그램을 주창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1928년 제11차 ILO 총회는, 

‘단체협약 등 임금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임금이 예외적으

로 낮은, 제조업과 상업 그리고 특히 가내근로 직업’에서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수립하고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최저임금결정제도 협약, 제26호｣를 채택했다. 

그리고 1951년 제34차 ILO 총회는 최저임금결정제도를 농업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최저임금결정제도(농업) 협약, 제99호｣를 채택했고, 1970

년 제53차 ILO 총회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을 목

 3) ILO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 임 결정에 한 약(1970년), 제131호｣ 문.
 4) ILO ｢최 임 결정 권고(1970년), 제135호｣ 제2조. 
 5) 동 권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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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최저임금결정 협약, 제131호｣를 채택했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산업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보호 목적에 기초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하는 정부정책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한 나라의 제도 속에는 다양한 목적

과 고려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나라마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된 다수의 제도

적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런 논의들은 국가의 발전 단계, 국가별 노동시장의 

특성, 노사관계 유형과 노동조합의 세력, 경제상황 등 다양한 국가별 특이 요

인과 관련이 있다. 

Starr의 분류에 의하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적용범위

에 따라 산업별 최저임금과 일반적 최저임금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산업별 최저임금은 ‘일부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 집단의 보호’6) 및 

‘공정한 임금의 결정’7)이라는 역할, 일반적 최저임금은 ‘임금구조의 기본적 하

한선 설정’8) 및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9)이라는 역할 등 네 가

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0)

 6) 여기에서 ‘일부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 집단의 보호’라는 역할은 최 임 의 

결정으로 극 으로 약자를 보호하자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임 결정에 한 국

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생각이라고 한다. 즉 임 의 결정은 가능한 한 노

사 공동의 결정에 의해야 하고, 유효한 단체교섭능력의 결여와 임 으로 특징지

을 수 있는 일정한 산업에 한해서만 최 임  결정이라는 국가 인 여를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7) ‘공정한 임 의 결정’이란 임  미조직 근로자의 구제에 한정하지 않고, 집단 인 

임 결정방법으로 최 임 을 설정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고 임 구조와 

노사 계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역할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원칙

의 용이나 임 을 정한 수 으로 유지하기 하여 일정한 통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층에 용된다.
 8) ‘임 구조의 하한선 설정’이란 부당한 임 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한 안

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감소를 기본 인 목표로 하는 역할이다.
 9)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서의 최 임 은 임 의 일반 인 수 과 구조를 국가의 

경제  안정, 성장, 소득분배라는 목 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바꾸는 역할이라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최 임 의 변동이 임 구조에 큰 향을 미친다는 이 제

가 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을 심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한다.
10) Gerald Starr(1981), Minimum Wage Fixing : An International Review of Practi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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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최저임금제는 생계비 미만으로 상당수의 여성, 연소자를 고용하던 노동

력 착취 사업체(sweatshops)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사용자에 대

한 열등한 교섭력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이들에게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

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최저임금제는 개인

이나 가구가 자족하도록 지원하는 수단으로 점차 옹호되었고, 그 결과 최저임

금제의 적용범위는 거의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조합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을 국가 권력을 

통해 인상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임금 수준의 상승 내지 상승하기 쉬운 조건을 

설정한다. 가장 낮은 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임금의 지역 간, 산업 간, 기업규모 간 격차

를 축소시킨다.

최저임금제의 노동정책적, 사회ㆍ경제 정책적 목적과 역할은 기본적으로 임

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고, 임금률을 높여 수준 이하의 근로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있다.

Ⅱ. 최저임금제의 의의

1. 임금 결정에의 개입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은 본래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해져야 하

지만 노사 간의 실질적인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해칠 정도의 

낮은 임금이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노사의 임금 수준 결정에 개입하

여 그 최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계약자유의 원칙

은 주로 두 방향으로 수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근로자의 약

한 교섭력을 보완하기 위해 집단으로 단결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조건의 교섭

을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노동관계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노동조건

problems, ILO, pp.17-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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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저기준에 관해서 무언가 강제력을 준다는 노동규제 입법의 도입이다. 최

저임금제는 근로기준 법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최저임금제는 일부 저임금산업에서의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예외적으로 한정 적용되었다.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입장에서 임금 결정에

의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입을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임금수준을 향상시키

기보다는 단체교섭을 보완하는 것에 그친다.11)

한편 호주는 19세기말 노사 간 치열한 대립의 결과 노사 직접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과는 다른 제3자 개입 개념의 중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중재법원

에 의한 중앙집중적 임금결정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a fair and reasonable wage)을 지급하도록 하 다. 연방정부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한 중재법원은 생활임금 개념에 기초한 최저임금을 결정하

고 개별 기업의 규모나 노동조합의 향력 정도와는 큰 상관없이 일반

적으로 고르게 임금을 상승시킴으로써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실현

에 기여하 다. 그러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이유

로 한 임금결정의 분권화 및 개별화는 임금격차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

다.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의 모든 근로자 또는 대부분의 근로자를 포괄하여 적

용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로 발전하 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활

동이 강한 소수 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저임금 부문의 성장을 막을 만큼 충분

히 강하고 최저임금이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이 존

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임금협상의 결과로 합의된다. 그러나 노동

조합의 힘이 약하거나 노동조합이 모든 산업 분야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

고 최저임금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저임금 부문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혹은 중위임금과 비교해 임금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11) 국에서 1909년 이후 1993년까지 시행된 임 원회제도와 임 심의회제도는 불충

분한 단체교섭기구와 그로 인해 타당한 수 의 보수가 주어질 수 없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산업에 해서만 외 으로 임 원회( 는 심의회)를 두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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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막기 위한 도구로써 법정 최저임금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

기된다.12)

최저임금제가 임금억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에서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구조의 하한선을 설정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국가 전체의 임금구

조와 임금 분산도에 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임금동향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한

다. 임금구조의 상향 압축을 통해 근로자집단 간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거나, 

전체 노동소득분배가 안정되거나 증가하도록 전반적인 임금수준 향상에 기여한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단체교섭 외에 노동조합이 임금동향에 향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통

로가 된다. 노동조합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제는 임금결정의 주도권을 국가

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저임금의 결정이 종종 공론과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됨으로써 임금교섭을 더욱 사회적인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오늘날 최저임금의 결정은 단순히 노사 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부당한 

저임금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

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사 간 합의 도출이 점

점 더 어려워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의 향력에 좌우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절

차의 정당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공정성

가. 절대적 공정성

노동에 대한 가치라는 것은 동일한 양과 질에 동일한 가치라는 것이 매겨지

는 것이 공정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만큼이라고 믿고 주는 절대적인 가

12) 임 이면서 사회보험의 용에서 제외되는 미니잡의 속한 증가를 경험한 독일

이 표 인 인데, 독일은 최근 2015년부터 국최 임 제를 실시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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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만큼이 공정한 것13)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므로 최저

임금제는 임금에 있어서의 공정성 개념에 규범적 기초를 두고 있다.14)

19세기말 정당한 임금의 지급이 자본가와 고용주의 도덕적 의무로 인식15)된 

것과 함께 미국에서는 생활임금(living wage)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생활임금

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

으로 정의되었다. 자연권으로서의 생활임금은 최저수준이 있고, 모든 근로자가 

생활임금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들은 생활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임금에 관해 노동과 자본 간의 자유계약이라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

은 잘못된 가정으로 국가는 사용자로 하여금 모든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의 가

13) 마태복음 20장 천국의 포도원 비유는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푸

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다. John Ruskin은 ‘동일임  동일노동’의 원칙을 깨

뜨리는 듯한 이 비유에서의 이상한 불평등은 결국 모두의 부를 증 시키고, 그것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정의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는 노동에 한 정당한 임

은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력보다 최소한 지 않은 노동력을 나 에 되살 수 있을 

만큼 지 되어야 하고, 노동에 한 공평하고 정당한 보수는 그 일을 하기 원하는 

노동자의 숫자에  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노동수요에 상 없이 어느 

정 수 까지 보장된 고정 임 에 따라 어느 정 수 까지 시장 황에 상 없이 

고용 규모를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존 러스킨(곽계일 역, 2010), ｢나 에 온 이 사

람에게도｣, 아인북스 참조.
14) 최 임 은 공정임 (fair wage) 는 생활임 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는 제를 하

고 있는데, 공정임 이라 함은 일반 근로자의 임 과 비교하여 노동의 질과 양에서 

보아 공정한지 여부에 따라 최 임 을 정하는 것이다. 생활임 이라 함은 단순하

게 말해서 보통 수 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 을 의미한다.
15) 1891년에 교황 오 13세는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라는 제목의 회칙에서, 사

회  불평등을 완 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근로자와 고용주가 양자 합의

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 을 결정하더라도 기본 인 정의는 항상 반 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본가와 고용주가 지켜야 할 가장 요한 의무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 을 

주는 것이고 그 임 은 근로자가 검소한 생활,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분배 정의의 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유한 

계층이 자기 생활에 필수 인 것과 신분 유지에 필요한 것 이외의 나머지 재화와 

소유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 어주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며, 국가 통치자의 가장 

요한 의무는 배분  정의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해 모든 계층의 시민들을 공

평하게 보살펴주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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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임금의 절대적 

공정성 개념이었다.16)

정작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제 수립 시 생활임금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생활임

금의 보장을 최저임금제의 목표로 설정하는 국가들이 있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생활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

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공적 역에서 최저임금

과는 별개의 생활임금운동이 전개되어 왔는데 140여개의 도시에서 생활임금조

례가 제정되었다. 이 흐름은 국으로 이어져 런던을 중심으로 일부 중앙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운동이 벌어지

고 있다.17)

ILO협약 제131호와 권고안 제135호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정하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정확한 최

저임금 수준의 제시나 생활임금에 대한 정의는 없고, 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와 그 가족이 적어도 괜찮은 삶을 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 생활임금은 육체적 생존 조건 이상에서 사회ㆍ문

화생활에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포함한다. 최저임금, 생활임금의 개념과 함

께 공정임금(fair wage)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공정임금 개념은 임금의 정기

ㆍ전액 지불, 과도한 노동시간이 배제된 임금, ‘공정임금은 최저임금 규정을 따

라야 하며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공정임금은 균형 잡힌 임

금제를 이끌어야 하며 차별이 없어야 하고, 교육ㆍ기술 및 전문적 경험의 수준

이 다르다는 사실을 반 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집단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등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

16) 당시 미국의 생활임  운동에 해서는 강 주(2013), “최 임 법의 패러다임 탐

색: 미국 공정근로기 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 ｢노동정책연구｣ 제13권 제3
호, 한국노동연구원, 158-160면 참조.

17) 미국과 국의 생활임 운동에 해서는 황선자 외(2008), ｢생활임 운동과 노동조

합｣, 한국노총 앙연구원; 이정희(2012), “ 국의 생활임 과 노동조합 재활성화”, ｢
국제노동 리 ｣ 2012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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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과 생활임금은 광범위한 개념의 공정임금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18)

유럽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양호한 생활수준(decent standard of living)’을 

부여하는 ‘공정보수권(the right to a fair remuneration)’이 1961년 유럽사회헌장

(European Social Charter)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후 유럽 전체 차원에서 공정임

금의 실행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유럽 최저임금정책은 유럽의 모든 근

로자가 최저빈곤선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국의 최저임금 결정방식(법 또는 단체협약)과는 무관하게 국가최저임금의 목표

치 또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2년 유럽노조연맹(ETUC)은 국가 최저임

금을 정하고 있는 모든 유럽 국가는 국가 평균임금의 50% 이상, 국가 중위임

금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 최저임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

다.19) 이것은 최저임금의 절대적 공정성 개념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대적 기

준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교섭력의 공정성

최저임금제는 대등한 교섭력을 통하여 임금의 절대적 공정성을 담보하려 한

다. 노사 또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적 교섭을 통해 양 당사자가 긍정하는 수

준의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이 유도되거나 노사 간 중재에 유사하게 결정되기

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궁극적 지침은 임금의 절대적 공정성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구의 모습은 대체로 노사정 삼자구조의 외양을 띤다. 때로

는 최저임금 결정이 사회적 공론화되기도 한다. 그런데 노사정 삼자주의의 장

점이나 사회적 대화가 바로 교섭력의 공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사실

들로부터 서로 다른 경험을 갖는 이익집단들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불구하고 그 집단들 사이에 힘의 균형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섭력

18) ILO(2014), Minimum wage systems,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103rd Session, 
2014, pp.27-30 참조.

19) 유럽 최 임 정책에 해서는 Thorsten Schulten(2012), “유럽차원의 최 임 정책 : 
유럽의 임 주도 성장과 공정임  개념”, ｢국제노동 리 ｣ 2012년 12월호, 한국노

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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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성된다. 이 제도화된 힘의 균형은 다수결을 추구하기보다는 특정한 순간

에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덜 불공정한 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20)

생활임금운동은 노동조직, 지역공동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등 다른 사회조

직과 다양한 사회운동들 간의 연대를 보여준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

어서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섭력의 공정성에 대한 보완 가능

성을 시사한다.

다. 공정경쟁

최저임금제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한 그것을 위해 공정한 교섭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시장에 공

정한 룰이 형성되도록 행동준칙을 제공한다.

최저임금제는 사용자 상호 간에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상대적으로 부당

한 저임금을 금지하게 한다. 생산시장에서의 부당한 임금경쟁을 막음으로써 저

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부당한 경쟁전략을 가진 다른 사용자로부터 

법을 준수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도 한다. 또한 공정경쟁은 최저임금의 자발

적 준수와 위반 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정당화 근거가 된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으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게 될 사회보장비용을 줄

이고, 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를 사회 전체적으로 분담하게 함으로

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한다. 

3. 보편적 목적성과 운용상의 유연성

도입 초기 유효한 단체교섭 능력이 없는 일부 저임금산업에서의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되었던 최저임금제는 오늘날 세계 대다수 국가에

서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세계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

20) Alain Supiot(박제성 역, 2012), ｢필라델피아정신 : 시장 체주의를 넘어 사회  정의

로｣, 한국노동연구원, 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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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선진국은 물론 다수의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기업 간 공정경쟁 확보, 사회ㆍ경제 정책적 필요 등 다양한 이

유로 최저임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생활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저임금

제의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목적은 그 궁극적 실현을 위한 운용상의 유연성

으로 담보된다. 한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환경에 따라 때로는 낮은 수준

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거나, 최저임금 적용범위의 일부 배제 또는 차등 적용

이 생기거나, 최저임금 결정방법 또는 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어진다. 하

지만 이러한 것들은 최저임금제 목적의 보편적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거나 또

는 일시적으로 치르게 되는 대가적 개념의 유연성의 모습이다.

최저임금제는 그 구체적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더라도 언제 어떤 경우에든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운용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의 적용

범위나 결정방법, 결정기준 등에서의 제도 개선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은 

고려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요소에 불구하고 목적 지향성을 띠게 된다. 

제2절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

Ⅰ. 근로빈곤

1.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

언제 어느 사회에서나 빈곤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없다. 빈곤문제와 관

련된 가장 오래된 통념 중 하나는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생존의 의미를 강조하는 절대적 빈곤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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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그리고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이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어느 정도 감소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계유지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개념은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생활수준과의 상대적인 격차를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으로 변천하 다. ‘한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빈곤선(절대금액) 또한 높아져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

하게 된다. 이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결핍 외에도 상대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수준에 주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풍요한 사회의 성립에 의해 빈곤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박탈로서의 빈곤이라는 개념과 내용의 확

대를 통하여 빈곤에의 관심을 시대에 맞추어 다시 이끌어내는 시도 다.21) 

상대적 빈곤개념은 ‘절대적 욕구(absolute needs)’라는 개념 대신에 ‘욕구에 

대한 사회적 결정(social determination of needs)’을 중시하고, 물질적인 빈곤과 

함께 개인의 삶의 기회를 제약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을 포착하고자 한

다.22) 사람들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고, 특정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 관습화된 혹은 적어도 전체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생

활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욕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 다시 말해 사회적 평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상대적 

21) 이명 (2000), “빈곤 개념의 재검토 : ｢힘의 박탈｣로서의 빈곤”, ｢한국사회정책｣ 제7
집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183면 참조.

22) Townsend는 , 상  빈곤에 한 요한 경험  논의를 다루고 있는데, 상

 빈곤은 공동체 생활의 참여를 방해하고 도덕 , 물질 인 상  박탈감을 낳

는다고 본다. 그는 상  박탈 연구의 구체  지침으로서 화폐로 한정된 소득 

신에 생활자원까지, 소비 신에 생활양식까지 연구 상을 확 해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상  빈곤을 측정하기 해 의식주  건강, 교육, 환경과 주거  근로조

건, 가족생활과 여가, 사회  계 등을 고려하는 60가지의 박탈지표를 제시하 다. 
오늘날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국가가 발달할수록 상  

빈곤개념을 채택하여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Townsend, P.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Harmondsworth: Pen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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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이다.23)

빈곤은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

이다. 빈곤문제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로 인해 생긴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

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결핍되면서 자신의 능력

과 기회가 박탈당하고 차단당하는 불평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는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조건조차 갖출 수 없는 자유의 부재

를 의미한다. 단지 도구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저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

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권리와 능력의 박탈, 즉 실제 빈곤에 향을 미친다.24)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

하다. 빈곤은 사회적 배제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기도 하

다. 사회적 배제란 소득의 부족이라는 단일한 차원의 물질적 결핍의 결과만이 

아니라 정치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서적 차원에서 사회의 주류 질서로부터 이

탈된 것이며, 주거ㆍ건강ㆍ교육ㆍ노동ㆍ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역에서의 

자원과 기회가 박탈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차원에서의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시민권의 부족, 정치적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의 배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ㆍ가족ㆍ공동체

ㆍ지역ㆍ국가ㆍ세계 등 여러 층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이

다.25)

23) 이주하(2011), “빈곤에 한 사회정치학  이해”, ｢한국사회정책｣ 제18집 제1호, 한

국사회정책학회, 15-16면 참조.
24) 빈곤을 정신 ㆍ신체  (잠재)역량의 결여로 악하는 Sen의 역량 근법에 의하면, 

역량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단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역량이라는 면에서 빈곤은 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회  

여건에 따라 역량을 갖추게 되는 조건(상품묶음)이 달라지는 상  개념이어서 양

자는 통합될 수 있다. 역량이라는 개념을 사회  평가의 기 으로 제시한 것은, 후

생 혹은 소득만을 평가 기 으로 삼을 경우 경제성장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에서, 사람들의 역량을 증 시키는 것이 곧 자유의 확장이고 이것이 바로 경제발

의 요체라고 보는 것이다. Amartya Sen(김원기 역, 2013), ｢자유로서의 발 ｣, 갈

라 고스.
25) 이주하(2011), 앞의 논문,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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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 개념은 관계적 특성(relational feature)을 강조한다. 사회의 주류

로부터 특정 집단이 배제된다는 것은 배제하는 세력 또는 주류 사회와 배제당

하는 집단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 개념은 배제가 빈곤이

나 박탈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과정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동태적이다. 사회적 배제 개념은 경제적 결핍을 의미하는 빈곤 개념에

서 더 나아가 배제의 다양한 양식에 주목하고, 무엇으로부터의 배제인지를 관

계적으로 정의하며, 배제의 원인과 과정에 천착한다.26)

따라서 사회적 배제 개념은 결과로서의 빈곤문제를 넘어서 빈곤을 유발시키

는 과정과 사회적 맥락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것은 단지 현재의 빈곤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빈곤을 장

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사회적 

배제는 자원배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적 차원의 이슈에 강조점을 두고 있

으며,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라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 개념에서 빈곤을 파악

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빈곤을 사회통합의 문제로 보게 된

다.

관계성 혹은 상대성이 주요 속성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회적 배제를 구

성하는 다양한 차원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중첩성이 강하며, 한 차원의 결과가 

동시에 다른 차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관점

에 기초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는 소득의 불평등과 상대

적 빈곤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성적 배제와 불평등, 건강보호, 

교육기회의 박탈, 정치적 배제 등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27)

빈곤문제를 이런 관점의 변화에 기초해서 바라본다면 경제성장을 통해 생존

의 유지와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는 사회 전체의 능력은 향상되지만, 경제성장 

그 자체는 발전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거나 소외시키는 삶의 

26) 장지연 외(2007), “사회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제7권 제

1호, 한국노동연구원, 4-5면 참조.
27) 이주하(2011), 앞의 논문,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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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의 궁극적 지향점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성장의 성과물을 

최소한의 제약 하에서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 억압과 배제를 낳

는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주체가 될 수 있

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ㆍ경제적 제도들을 형성시켜 나아가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2. 근로빈곤 문제의 대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려는 복지국가의 시도는 탈산업화와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과 새로운 빈곤(new poverty)의 문제에 봉

착하고 있다.

“노동이 풍요를 이끈다.”, 소위 포드주의(Fordism)에 기초한 ‘자본주의 황금

기’가 지속되면서 근로자들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임금과 고용안정에 기초하

여 상당기간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장의 고용창출능력

이 오히려 노동력의 생산성을 웃돌았고 숙련노동은 물론 비숙련노동 모두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그 결과 임금격차가 크게 문제시되지는 않았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하고, 노동하는 다수의 생활 상태

가 개선되고 불평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었다.28) 그러나 경제적 번 과 

사회복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

는 사람들(근로빈곤층 : Working Poor)’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층이 등장하

게 되었고 최근 세계 각국은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28) 이러한 낙  견해를 표하는 것이 쿠즈넷의 산업화론(Kuznets’ theory of 
inequality driven by industrialization)이다. 그는 “노동력은 농림어업의 임 부문에

서 제조업의 고임 부분으로 이동하며, 이러한 이동과정의 기에는 임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하게 된다.”는 ‘역 U자형 이론’(inverted U-shape)을 제시하

다. 윤윤구 외(2008), ｢노동시장 양극화와 응방안-선진국의 사례를 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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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그리고 여성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전

통적인 빈곤층 발생이 전통적인 사적 안전망의 붕괴와 이를 대체할 공적 사회

보장제도의 저발전에 기인한다면, 근로빈곤층은 장기간의 저성장,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좋은 일자리의 감소 등에 기인한다. 탈산업화로 인해 팽창한 서비

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저임금의 비균질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증가시켰

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긴축재정을 가져왔다. 그 결

과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

빈곤층이 등장하 으며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

다. 이에 따라 빈곤문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실직한 전통적인 빈곤 대상에 국

한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다양한 집단, 즉 여성근로자, 저숙

련근로자, 청년실업자, 편부모 등에게로 확대되고 있다.29)

과거 서구 복지국가들은 엄격한 고용보호와 강력한 사회적 보호를 통해 한

편으로는 불완전취업의 증가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보장을 실시하여 왔다.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현상인 ‘임금근로자의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간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부적절한 

근로조건과 저임금, 고용불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호제도와 고용

이 단절되었을 때 임금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한 소득보장제도가 마련

되었다.30) 하지만 근로빈곤층은 임금으로도 가족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빈곤대책도 이들에겐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기존 사회보장체계, 또는 복지국가체제의 지속가

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식되었다.31)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납세인구의 감소와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국가

29) 이주하(2011), 앞의 논문, 12-13면 참조.
30) 이병희 외(2012), ｢사회보험 사각지  해소방안-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7-8면 참조.
31) 노 명 외(2007), ｢근로빈곤층에 한 국제비교 연구: 실태와 정책을 심으로｣,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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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

다. 실업의 반복과 장기화 및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 다양한 노동

시장의 실패로 인한 근로빈곤층의 증가는 수입 측면에서 사회보장 재원조달에 

제약을 주는 한편, 급여 측면에서는 수요와 지출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근로빈

곤 문제는 인구구조의 불리한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등과 함께 사

회보장정책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고, 경제의 저성장 또는 경제위기와 함께 복

지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새로

운 빈곤, 예산 제약, 경제위기에 당면한 세계 각국은 저마다 노동시장과 사회

보장제도의 기능 재편을 꾀하고 있으며.32)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에서 취업을 촉

진하는 각종 고용지원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새로운 실

험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3. 근로빈곤의 원인

가.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소득분배 상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경제 전체에 고르

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통념상 경제성장이 빈곤감소와 소득

불평등 감소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1980년대 이후 대다수의 선

진국에서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시적 또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33)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 교역이 급속히 확대되고 경쟁은 격화되었다. 기

업들은 노동절약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의 형태로 생산망을 전 세계로 확대하여 수직적 국제 분업체제를 

32) Alexandra Wagner(2012), “복지국가, 비정규근로와 임 노동”, ｢국제노동 리 ｣ 

2012년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6면 참조.
33)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추이에 해서는, 서환주 외(2010), “세계화, 정보화, 서비스화, 

융화와 노동소득비율 간의 계”, ｢EU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EU학회, 31-32
면, 37-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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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 다. 생산공정 중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인 부분은 저임금국가

로 아웃소싱되고 선진국들은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공정에 특화함으로써 선진

국에서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

소하 다.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들은 비교우위가 있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특

화하게 되었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성은 커졌다.

과거 노동증식(labor augmenting)적이었던 기술진보는 1980년대 이후 숙련편

향적, 자본증식(capital augmenting)적 성격이 강해져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되

는 ‘산업의 정보화’와 정보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는 ‘정보의 산업화’를 가

져왔다.34)

탈산업화의 향으로 제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의 일자리들이 감소

하 고 전통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노조조직률도 낮은 서비스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 다. 자본집약적 서비스업보다는 개인서비스나 숙박 및 음식업 등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 는데, 본래 낮은 생산성과 이 

부문에의 여성노동력의 대거 진입은 저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압박을 가중시킨

다. 

국제적 자본이동의 자유화, 경제 전반에 대한 금융지배력 강화는 소득분배구

조에 향을 미친다. 금융자본이 기업에 직접 향력을 행사하고 주주가치 극

대화가 기업경 의 목표가 되면서, 기업은 단기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및 임금의 유연화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와 경 자에게 유리

한 소득분배가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결정과 높은 배당성향으

로 노동보다는 자본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구조가 형성되게 된다.35) 또한 자본시

장의 국제화는 자본에 과세할 정부의 자율성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재분

배에 부정적 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상호 연계되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복지체제의 

34) 서환주 외(2010), 앞의 논문, 32면, 41면 참조.
35) 서환주 외(2010), 앞의 논문, 36-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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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향을 미친다. 또한 이와 맞물려 저임금, 고용불안, 복지수준의 저하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득분배구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런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와 노조조직률 저하를 가져

와 간접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에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개인이 사회에 포섭되는 방식은 크게 고용, 사회보장, 

그리고 가족ㆍ공동체를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구성원들

은 고용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다.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배제는 고용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실업 특히 장기실업이 주된 현상으로 나

타난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단시간근로처럼 일을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기본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단기간 계약으로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는 등의 불

안정고용도 노동시장 배제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36) 또한 세자

업이나 가내노동과 같이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나 법률, 행정의 향력이 미

치지 못하는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서 이루어지는 노동37)도 법률상 보호

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와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은 기업들로 하

36) 장지연 외(2007), 앞의 논문, 5-6면 참조.
37) ILO는 2003년 제17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에서 비공식근로는 ① 비공식부문 기업의 

자 업자와 고용주, ② 공식 는 비공식 부문의 무 가족종사자, ③ 비공식고용, 
④ 생산자 동조합의 구성원, ⑤ 자가소비를 한 생산에 종사하는 자 업자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고 개념 정의하 다. 1993년 제15차 국제노동통계인총

회에서 채택된 비공식부문취업(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의 정의를 비공식취

업(informal employment)으로 확장한 것인데, ③의 비공식고용(employees holding 
informal jobs)은 “법 으로든 행상으로든 노동법, 소득과세, 사회보장, 고용 련 

보호(해고 시 사 통지, 퇴직 , 유 휴가, 유  병가 등)를 받지 못하는” 고용으로 

정의함으로써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병희(2012), “비공식근로와 빈곤”, ｢한국사회정책｣ 제19집 제1호, 한국사회정책학

회, 4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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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경기 여건에 따라 노동력 수요의 신축적 조정과 법정 근로기준과 복지제

공 의무의 회피를 통해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게 한다. 정보통신

기술과 인사노무기법의 발달은 외부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노동에 대한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조직위계적 노동통제의 필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분

할에 기여한다. 그 결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 즉 인적자산 특수성이 

있는 노동에 대해서는 양호한 근로조건, 높은 임금, 고용 안정, 승진 가능성, 

교육훈련 제공, 기업의 사적복지 등을 특징으로 하는 내부노동시장을 통한 조

달이 강화된다. 반면에 이러한 수요가 줄어들수록 노동력 조달은 외부화 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저임금의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보편화된다. 노

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단기계약직, 파트타임노동, 도급직과 호출노동 등 

기존의 전일제 장기계약노동의 표준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 

즉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된다.38)

이러한 추세는 서비스 부문의 점진적 확대, 노동력의 여성화와 함께 비정규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호 등에서 열악한 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이

차노동시장의 발생을 부추겨 노동시장의 분절을 가져왔다. 이것은 기업, 업종, 

특정 유형의 일자리 내 어느 곳에서나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특정기업이 속한 업종에는 노동시장 분할이 확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기업

이 이원화된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현실의 노동시장에서 더 유연하고 

더 값싼 일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39)

노동시장 분할은 기본적으로 고용의 질의 분할을 의미한다. 생산성 및 내부

유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인해 저숙련근로자의 근로기준과 생산성이 

높은 핵심인력의 근로기준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정부정책은 노동시장

에서 일자리 간에 새롭게 발생한 격차에 대응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이를 공고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 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도 분야에 따라 비정규 고

38) 장지연 외(2007), 앞의 논문, 7-8면 참조.
39) 정규고용 계의 특징을 ① 기간의 정함이 없고, ② 일제이며, ③ 종속  고용으

로, ④ 상당한 근로소득을 제공하며, 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계로 보면 이에 

따른 노동비용을 감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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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계를 선호하는 현상이 많아졌다.

다른 한편 전통적인 제조업 부문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는 자본의 이러한 시

도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충분조건이 된다. 노동조합은 자신의 조직기반과 교

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외부화를 반대하지만, 바로 이

러한 이유 때문에 사용자측에서는 노조를 견제하고 그 향력을 피하기 위해

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유인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

산 정도에는 단순히 노조의 존재가 아니라 노조의 힘과 노조의 전략적 태도 

등이 향을 미친다.40) 많은 국가에서 노조는 내부자에게는 (기존 사회보험제

도의 방어막을 통하거나 새로운 민간보험의 도입을 통해) 일정 수준의 보호를 

유지하는 한편, 양보교섭을 통해 외부자에게는 부정적인 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개혁에 합의를 하기도 한다.41)

노동시장 분할에 따른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경제적 이익과 불이익의 분

포는 소득과 일자리 전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외부자가 내부자와 유

사한 소득을 얻으면, 그리고 외부자가 내부자와 동일한 훈련 및 직업 개발 접

근성을 가지면, 노동시장 분절화가 반드시 사회적 분할이라고 할 수는 없다.42) 

다시 말해 비정규 일자리라도 양호한 일자리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로 

노동비용 감 경로 해당 노동비용 유형 고용형태 노동시장분할 차원

무기한 계약에서

벗어남
해고비용

기간제 계약,
견근로

고용안정성

일제에서 벗어남
일부국가의 비임 노

동비용

시간제, 특히

한계  시간제
사회보장 용

종속고용에서

벗어남

임 , 비임  

해고비용
1인 자 업

고용안정성, 임 ,
사회보장

임 분산 임 비용 모든 유형 임

정부지원에 의한

노동력 가화
임 비용

모든 유형,
특수계약/ 로그램

비지원 일자리로의

이동 제한

Patrick Emmenegger 외(2012), ｢이 화의 시 : 탈산업 사회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

｣, 한국노동연구원, 98-100면 참조.
40) 장지연 외(2007), 앞의 논문, 8면 참조.
41) Patrick Emmenegger 외(2012), 앞의 책, 399-400면 참조.
42) Patrick Emmenegger 외(2012), 앞의 책, 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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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이나 사회보험 적용과 같은 처우가 정규직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은 거의 드물어서 이러한 통로는 거의 차단되

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일부 청년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비정

규직 고용이 차지하는 전형적인 위치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었지만 이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 근로생애를 통하여 일관되

게 지속되는 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다.43) 따라서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에 머물

고 있는 근로자는 저임금의 함정에 빠지기 쉬우며, 가구적 특성이나 복지급여

를 감안하더라도 근로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빈곤 

함정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

다.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

가령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을 보상한다면 열악한 근로조건이 반

드시 복지손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노동시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소득을 얻을 

수 없을 때, 복지국가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

활을 보장하게 된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에 있어서 배제는 사회보장제도

의 사각지대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별 제도가 설계된 구조가 기존의 사회구조

와 조응하면서 특정한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44)

서구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저성장, 고실업과 그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부족현상에 직면하게 되자 우선적으로는 사회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노동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해결하려 하 다. 이것은 전

통적으로 성인남성 중심의 표준고용관계를 기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전 

국민을 하나의 사회적 보호 틀 안에 포괄해 왔던 사회보장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험료의 폭등에 불구하고 고실업의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자 

43) 장지연 외(2007), 앞의 논문, 11면 참조.
44) 장지연 외(2007), 앞의 논문,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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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양적 축소에 집중하 다.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노동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에 상한선을 두어 보험료를 인하하 고, 수급권자의 자

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기여도와 급여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표준고용관계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

면서, 이들을 기존의 사회보험체계로부터 배제하고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나 

보조금 제도로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이원화가 본격화되었다. 가족을 부양

할 만한 임금과 사회보험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핵심노동력과 그렇지 않은 주

변적 노동력을 구분하고 후자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자산조사에 기초한 공공부조 내지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대상이 되

었다. 사회보험은 이전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비해서 취약근로자층에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는 빈곤방지정책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하나의 원

리로 통합된 사회적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로써 소득보장제도의 

측면에서도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점차 분명해지게 되었다.

이후 경제성장의 둔화, 만성적인 고용불안, 고령화와 저출산의 심화로 나타

나는 인구학적 변동으로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복지국가의 위기는 확대

되었다. 이에 고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근로자에 

대한 사회정책이 이제 더 이상 근로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주는 

인센티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소위 무노동 복지를 탈피해 보려는 노력이 시

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중심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어떠한 저임금 일자

리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는 것

인데,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취업우선정책을 통해서 저임금 일자리를 수락하도

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에 기반한 사회부조나 보조금제도가 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핵심노동력은 보호하되 주변적 노동력은 배제

하는 노동시장 이중화 전략의 선택과 함께 복지제도도 이원화함으로써 내부자

와 외부자로 이원화된 사회 즉 불평등의 심화이다. 이중화 전략이 국가 전체적

으로 고용을 늘리고 복지비용을 절감시켰는지는 별도로 하고, 분명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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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내재화와 복지국가의 기반인 연대정신의 훼손 위험은 

커졌다는 사실이다.

Ⅱ. 근로빈곤에의 대응

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전형적 배제인 실업에 대응하여 각국은 해고를 

제한하는 고용보호법제를 유지하거나 사후적으로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실

업보험이나 실업구제사업, 직업소개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ies)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실업, 고용형태

의 다양화, 저임금 고용과 그에 따른 근로빈곤,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국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에의 개입

을 요구하게 되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 : ALMPs)은 국가가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노동수요를 증

대시키거나 실업을 예방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직업능력개발이나 교육훈련을 통

해 수요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수급조정기

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동시장정책에서 종래의 소극적인 실업급

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업자를 노동시장에서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

로그램을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든 지원 활동

의 중심을 취업에 두는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Making Work Pay)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핵심 과제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실업자가 조기에 취

업으로 복귀하도록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이다.45)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①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직업알선이나 실업급여 지

급 관리, 직업훈련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 ② 실업자에 대

45) 정병석(2010),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 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157-158면 참조.



- 29 -

한 직업훈련이나 학술교육,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실업예방이나 미래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한 재직자 훈련 등의 노동시장 훈련(labour 

market training), ③ 청년실업자나 학교 졸업자를 위한 도제훈련 또는 기술훈련 

제공 등의 청년 프로그램(youth programme), ④ 특별한 조건 하에 고용을 유지

하거나 늘리는 기업이나 자 업을 시작하려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subsidized employment), ⑤ 특수직업훈련ㆍ기숙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measures for disabled people), ⑥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자활근로(selfsupporting recipients)나 정부의 공공 부문이나 비 리 조직을 통한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산업구조조정기에 

스웨덴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스웨덴 정부는 저

임금 사양산업의 근로자를 보다 나은 임금의 안정된 산업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노동유연화 정책을 실시하 다. 노동시장의 직종 및 지리적 유동성

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직업훈련과 직업재교육, 다양한 보조금 지급을 

중요한 수단으로 하여 정부가 운 하는 지방노동사무소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사양산업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전직자나 실업

자를 신속하게 성장산업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완전고용의 달성에 기여하 다.46) 

이것은 1980년대 이후 고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유럽대륙과 미국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런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개별 기업에서의 고용 유지보다는 노동유연화

를 전제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을 써서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고용 안정

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노동유연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2. 근로연계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위기로 1990년대에 들어 서구 복지국가들은 시기와 정도의 차이

46) 노호창(2011a),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 제도에 한 연구-근로권과 고용보장

의  재조명을 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89-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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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노동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복지를 노동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보다는 실업예

방과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에 많은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라는 

시장논리 하에 보다 적극적인 복지ㆍ노동정책에 힘쓰게 된 것이다.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킨 근로연계복지(workfare)정책의 발전은 근로유인을 저

해하는 요소로서의 공공부조 제도의 개편작업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급

여의 삭감, 수급자격 강화, 수급기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복지급여 수급을 근로의무와 연계하도록 한 것으로 근로연계복지정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정책’47)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요보

호가구부조)를 들 수 있다. 급여수급조건으로는 심층상담이나 의무적인 구직활

동, 일정 기간 급여수급 이후 취업 의무화, 또는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나 공공부문, 혹은 비 리 부문의 일자리에 의무적 참여 등이 부과된다.48) 

우리의 경우에는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이 근로활

동을 의무화한다는 면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근로연계

복지정책은 근로와 복지를 연결시키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이념과 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미국, 국, 호주 등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복지의존 탈피와 조기취업을 강조하는 탈복지 유형이, 스

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제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통합 유형이, 그리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대륙 국가에서는 양자의 특성이 혼재된 노동시장 재통합 유형으로 실업자

의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지지만 경제적인 측면, 즉 노동시장에 국한되는 경향

을 띠고 있다.49)

47) 황덕순 외(2009),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발 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0면.
48) 황덕순 외(2009), 앞의 책, 11면 참조.
49) 노 명 외(2009),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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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대상 근로연계복지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가장 엄격한 징벌적 

제도를 갖추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노

동수요를 중시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근로연계복지의 목적

을 복지의존 근절과 노동윤리 제고에 두는 반면, 유럽은 복지 수급자들의 사회

통합에 보다 초점을 둔다. 사회통합을 근로연계복지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관점

에서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단순

히 근로의무의 부과나 재정유인만으로는 복지 의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파악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빈곤과 실업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사회적 인식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50)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지지자들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은 복지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노동윤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복지수급자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

조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근로연계정책이 수급자의 도덕성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시민의 복지권을 훼손한다고 하며, 수급의 전제조건인 

의무적인 노동이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급자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노동은 대부분 지역사회서비스로서 취업이나 지역

사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강제적인 노동에 의해 

사회적 낙인이 생겨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 자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기 쉽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51)

3. 근로유인형 복지정책

미취업자가 취업할 때 더 나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취업을 선

택하도록 유도하는 근로유인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취업조건부 급여

면 참조.
50) 빈곤과 사회  배제 담론과 복지 짐과의 조응 계에 해서는 이주하(2011), 앞의 

논문, 19-22, 26면 참조.
51) 노 명 외(2009), 앞의 책, 57-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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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work benefits)이다. 이것은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조세혜택을 덧붙이는 방법

으로 복지급여액과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크게 만들어 취업을 촉진하려는 제도

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시행중이다.52)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인데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

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이다.

미취업자가 각종 실업급여, 실업부조, 사회부조 등 각종 현금급여를 받을 때 

취업에 따른 소득의 일부를 급여 산정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제도도 금전적 

유인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일부로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및 근로연계복지정책인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취업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실

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제도도 물론 포함된다.53)

4. 활성화정책

고용중심적 복지국가에서 실업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은 실업급여 혹은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취업이나 직업훈련ㆍ교육을 의

무화하여 근로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노동시장 통합을 추진하려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Labor Market 

Policy)으로 발전하 다.54)

활성화정책의 범위에는 급여의 대가로 참여해야 하는 근로관련 활동뿐만 아

니라 구직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들이 포함된다. 활성화

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유사하지만, 공공부조 수급자는 물론 

52) 노 명 외(2009), 앞의 책, 60면 참조.
53) 황덕순 외(2009), 앞의 책, 13면 참조.
54) 정병석 외(2011),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 략｣, 한국고용정보원,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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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등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수급자들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활성화 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일자리우선모델(labour force attachment 

approach)은 취업우선(work-first) 원칙을 바탕으로 수급자를 최단기간 안에 노

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복지급여의 수급기간을 

제한하고 근로 회피자에 대해 급여를 중지하는 징벌을 강조하며, 취업을 촉진

할 수 있는 단기간의 집중적인 고용지원정책을 중시한다. 이에 비해 인적자본

개발모델(human capital development approach)은 근로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교육 및 직업훈련에 역점을 두거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다. 조기취업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자의 인적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적정임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55)

Ⅲ. 고용중심적 복지정책과 최저임금제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이 근로빈곤층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

무 일이나 일단(work-first)’ 임금노동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면 그 결과는 고용 증가에 불구하고 빈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가별로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근로연계 또는 근로유인 방식의 급여는 그 자체

로 저임금고용을 증가시켜서 복지지출을 늘리면서도 결과적으로 빈곤은 해소되

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56)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의 반일제 일자리에 취업할 때 얻게 되는 가처분소

55) 이주하(2011), 앞의 논문, 25-26면 참조.
56) 이하 각국의 사례는 1990년  이후 유럽 주요 국가의 근로빈곤율 증가 추이와 소

득층 지원제도에 한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 다. 이병희 외(2013), ｢경제  불평등

과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제6장(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 34 -

득은 공공부조를 수급할 때에 비해서 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높고 덴마크

와 네덜란드에서는 낮다고 한다. 여러 가지 혜택을 붙여서 저임금 일자리로 취

업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국은 최저임금과 공공부조 급여액 모두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공공부조 대

비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할 인센티브가 

매우 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work first’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저

소득 취업자에게는 강력한 취업보너스 또는 공공부조의 보충급여, 빈곤층 자녀

에 대한 아동수당 등 부조 성격의 다양한 보충급여를 제공하여 가처분소득을 

높여준다. 활성화조치 또한 매우 강력하게 시행된다. 아무 일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므로 근로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고 공공부조 급여액은 낮은 편이다. 이

런 구조에 더하여 취업에 따른 보충급액이 크고 소득세가 낮은 제도적 특성이 

더해져서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매우 강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규모가 크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고 

주거수당과 아동수당 등 보편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액이 크다는 점에서 저소득

층 소득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독일은 저임금 일자리, 심지어 최저임금 수준의 반일제 일자리라도 일을 하

는 것이 공공부조를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 공공부

조 급여액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인

다. 여기에 추가적인 보충급여도 주기 때문에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

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낮은 최저임금과 미니잡 정책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늘

어난 데다 강력한 활성화정책으로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근로빈곤율 또한 2007

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 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법적으로 공공부조 수급자는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수용하

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저임금 일자리로 유인하는 인센티브 구조는 아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높은 편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공

공부조 수급자도 많지는 않다.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통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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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높 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율은 낮은 편이다.

덴마크나 스웨덴은 법정 최저임금이 없지만 노동시장에서 형성된 최저임금 

수준은 높은 편이다. 공공부조 급여와 연계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로 유

인할 인센티브 구조는 없지만 저임금 일자리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늘려서 고용률을 높이고 근로빈곤에 대응한다는 일

자리 우선정책의 향으로 시장은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는 이를 보완하

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저임금 일자리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아니고 ‘받아들여야 하는 일자리’일 뿐이다. 일을 하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억지로 노동력을 팔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한 사회정책은 근로연계복

지정책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앞에서 보듯이 유럽국가들 중 상당수가 전자에서 

후자로 사회정책모델을 전환해 왔으며 독일은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

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들 중에도 큰 시대적 흐름에서는 이런 변화에 기본적으

로 동참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근로빈곤이라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방

식의 하나로 채택된 제도가 오히려 저임금정책이나 고용정책과 결합하여 저임

금노동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근로빈곤을 확대하는 기제의 일부로 작용할 우려

를 낳게 한다.57)

근로빈곤의 발생 원인으로 저임금, 불완전 고용(근로), 가구의 특수한 욕구

(필요) 등을 들 수 있다. 근로연계복지정책은 저숙련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받

을 수 있는 임금수준에 크게 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의 규모와 수준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근로빈곤과 일자리의 관계에 있어서 시간당 임금 기준은 우선적으로 일자리

의 질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연간 소득이 근로빈곤 

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따라서 근로빈곤 문제에는 최저임금제와 함께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노동시장제도가 향을 

미치게 된다.

57) 이병희 외(2013), 앞의 책, 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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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이 증가하게 된 것은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경제와 노동, 복지적 차원 모두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 질 낮은 일자리로의 유인이나 내몰림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 그런데 

노동수요의 측면보다는 노동공급 측면에 치우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근로

연계복지정책 등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은 이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산업구조

의 변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아 노동공급이 초과하고 이것은 다시 저임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은 점점 더 양극화되

고 임금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는다.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갖더라도 그것은 주변부적 임시고용일 

가능성이 크며 고용과 실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노동경력의 축적을 

통한 자립은 기대할 수 없고 저임금과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탈수

급자의 대부분은 급여 삭감으로 인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삶에 처해 있다. 그

리고 여전히 복지 수급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복지급여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해 더 불안한 삶을 위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산업화와 세계화의 향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근로빈곤은 각국의 고

용체제 및 복지체제와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고용체제와 복지체제의 

성격이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양태에 중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근로빈곤

은 단순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친다는 개념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에서 배제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근로빈곤층의 개인근로소득은 노동시장 여건과 각 개인의 노동시장 내 지위

에 의해 결정되고, 가구특성은 복지제도의 관대함과 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저임금노동과 불완전 

고용의 문제, 다른 한편으로는 가구단위에서 빈곤화를 억제하도록 지원하는 복

지제도의 문제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취업빈곤층을 

위한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고, 미취업근로능력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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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층의 경우에도 근로연계복지에 의한 아무런 일자리로의 내몰림이 아니라 양

질의 일자리에 대한 근로유인이어야 한다. 여기에 근로빈곤층에의 적정한 근로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

Ⅳ.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의 상승은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를 가져와 근로빈곤을 완화하

는 효과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최저

임금의 고용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는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

에게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노동비용 부담

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기존 근로자 중 일부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제는 주로 저숙련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숙련근로자 대신에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

체하거나 대체로 저숙련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줄이게 된다. 이것은 고용총량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동태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고용 감소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것은 저숙련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라고 주장한다.58)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향에 대한 경제학의 이론적 관점은 크게 경쟁

적 노동시장의 관점과 수요독점적 노동시장의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

쟁적 노동시장 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라면 시장균형임금 수준 이

상의 최저임금은 노동수요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고 실업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수요독점 노동시장 이론은 최저임금이 반드시 고용을 감소시키

지만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

58) 최 임 의 고용효과에 한 경제학  논의에 해서는 정진호 외(2011), ｢최 임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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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노동수요자가 우위에 있다면 수요자에 의해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고용량보다 적은 수준에서 고용수준이 결정되고 임금수준은 노

동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쟁시장의 임금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실제 노동시장이 이러한 수요독점 노동시장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

의 최저임금을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들은 균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다.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악 향을 끼치기보다는 근로자에게 균형수준의 임

금을 받게 도와줌으로써 최저임금제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이때 최저

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최저임금의 시행은 독점적 수요자의 한계

비용 곡선을 변화시켜 고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두 이론 하에서 실증적 연구 결과들도 둘로 나뉘고 있다. 어쨌든 최

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고용에의 부정적 향을 최소화하도록 하

여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가에서 고용에의 

향을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고 있는 것도 이를 반 한다. 하

지만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균형점은 경제학적으로 제시되지 않

는다. 무조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향을 준다고 주장할 것은 아

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가 없거나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에 고용이 증

가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필요한 것은 그 향을 최소화하면서 보완

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사회 전체 차원의 흡수 노력이다. 적정한 수준의 최저

임금이 근로빈곤의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에의 향

은 사회경제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제 운용의 유연성 측면에서 고려될 사항이

다. 또한 고용에의 부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유의미한지 여

부만 따질 게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용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보장은 개별 근

로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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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경제위기와 최저임금제

Ⅰ.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1. 경제성장의 한계

경제의 양적 성장은 장기적으로 생산 또는 공급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으로 물적ㆍ인적자본의 축적, 기술진보, 효율성 제고 등에 달려있

다고 한다.59)

산업혁명 이후의 급속한 기술진보와 생산능력의 팽창은 생산과잉을 가져온 

반면 분배의 불균형에 따른 절대적인 소비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세계대공황

(the Great Depression)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생산능력에 걸맞게 소비수준

을 회복하고,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대량 실업문제를 정부지출의 확대

(재정정책)와 통화공급의 증대(금융정책)로 해결하려는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계

기가 되었다. 완전고용을 실현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

와 투자, 즉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케인즈주의적 총수요관리정책과 소비자신용의 정비와 함께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는 이후 지배적 발전모델로 

정착되었다. 생산성 향상→실질임금 상승→임금근로자의 소비수요 증대→생산 

및 투자의 증대→생산성 향상이라는 축적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모델

은 제2차세계대전후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를 구현

하는 바탕이 되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체제 아래서 완전고용과 복지의 결합

이 가능한 시기 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포드주의적 노사타협은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

59) 주상 (2013), “진보  성장담론의 황과 평가”, ｢사회경제평론｣ 제41호, 한국사회

경제학회, 8면 참조.



- 40 -

었다. 대량생산체제는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의 전

환이 요구되었고,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아래서 단순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내몰

린 근로자들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게다가 1970년대 초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투자가 줄어들고 실업은 증가하 고, 생산성 둔화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은 

하락하 다. 1973년 오일쇼크의 향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

나는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과잉생산과 과잉설비, 이윤율의 저

하로 이어지는 장기불황의 시작이었고, 더 이상 포드주의적 노사타협이 유효하

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세계화되어가는 경제에 있어서 국가적 경계의 제한성을 비

판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국의 대처리즘으로 대

표되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60)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과 고임금이라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은 노동비용 삭감 경쟁

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으며, 국가가 관장 혹은 보조해 왔던 많

은 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61)를 대신하여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고, 

60) 공 시 경제학은 시장기구 심의 신고 경제학에 기반을 두고, 자원을 공공부

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소비재에서 자본재로 돌림으로써 생산력의 증 와 물가수

의 안정을 꾀하는 경제정책을 제시한다. 그 구체 인 내용은 감세, 정부지출의 삭

감, 정부규제의 완화이다. 감세→ 축 증가→이자율 하락→투자의욕 증 →생산력 

증가→물가수  안정, 감세→노동의욕 증 →생산력 증가라는 정책효과를 기 한다. 
한 정부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이 증 할 것이라고 본다.

61) 1944년 7월 미국의 튼우즈에서 1930년 이래의 각국 통화가치 불안정, 외환 리, 
평가 하경쟁, 무역거래제한 등을 시정하여 국제무역의 확 , 고용  실질소득증

,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수지균형 등을 달성할 것을 목 으로 체결된 튼

우즈 정에 의하여 발족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이 약의 기본이념은 고정환

율과 환본 제를 통하여 환율의 안정, 자유무역과 경제성장의 확 를 추구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 하기 하여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 하는 국제통화기

(IMF)과 후 부흥과 후진국 개발을 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창설되었다. 
그러나 튼우즈체제는 1960년  이후 지속된 국제유동성 문제와 기축통화인 달

러화 신용의 계속 인 실추로 붕괴의 과정에 들어섰고 마침내 1971년 미국이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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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각국의 개방을 촉구했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자국

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WTO(세계

무역기구)의 설립은 자본의 세계적인 자유로운 활동 즉 세계화를 보장하기 위

한 것이었다.

시장효율성과 고성장을 내세우며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세계화, 금융

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안정된 경제성장과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자

본친화적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정책이 감세, 임금인상 억제를 통해 

최대한 자본의 이윤 몫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노동소득분배율은 신자유주의정책 전

환이 이루어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소득분

배율의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기술변화, 산업구조 변화, 세계화, 사회복지제도, 

노동시장제도, 금융화 등 다양한 실증적 분석이 있지만62) 노동소득분배율의 하

락 추세는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증가율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왔음을 의

미한다.63) 또한 상대적으로 비율이 하락하는 노동소득 몫에서 개별 근로자들의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 저임금층은 늘어나고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이 

확대되었다.

임금 수준의 정체와 저임금 부문의 증가로 총수요 성장이 억제됨에 따라 실

제로는 신용기반성장(credit-based growth)과 수출주도성장이라는 불균형성장과

정이 자리를 차지하 다. 임금인상 억제와 그로 인한 소득 불평등, 내수 약화

화의  태환을 정지하자 와해되었다. 미래와 경 연구소(2006), ｢NEW 경제용어사

｣ 참조.
62)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요인을 경제  구조변화 는 정책의 변화 등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책의 주안 은 달라진다. 이에 해서는 서환주 외(2010), 앞의 논문; 이

상헌(2014), “소득주도성장: 이론  가능성과 정책  함의”, ｢사회경제평론｣ 제43호, 
한국사회경제학회, 76-78면 참조.

63) 이상헌(2014), 앞의 논문, 75-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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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동일한 상황에서 전자는 임금소득보다는 외국자본 유입과 신용팽창, 

가계부채에 의한 소비 진작을 통하여 성장을 유지하려 하 고, 후자는 내수 부

족을 상쇄하기 위하여 단위노동비용의 감소를 기반으로 수출 흑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하 다. 양자는 상호 의존적이며 국제적 경제 불균형

의 배경이 되었다.64)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1990년대 경제성장을 견인하 던 미국 등 선진국들

은 2000년대에 들어 성장이 둔화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들의 경제성장

이 두드러졌다. 2004년 이후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수출국들의 무역수지흑자가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유동성은 증가하 다. 그런데 

유동성 증가에 불구하고 전반적인 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안정세를 보

이고 금리도 하향안정세를 보 다. 이것은 통화정책 이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용팽창으로 이어지게 하 다. 

이러한 유동성 과잉공급은 투기의 재원이 되었고 그 대상은 주택이었다. 글

로벌화의 향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 세계에 악성 모기지를 팔아치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주택가격은 배로 뛰어올랐고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가격이 급락하여 결국 관련 주택담보금융의 동반 부실화

가 발생하 고, 그것이 각종 파생상품 손실로 이어지며 2008년 금융위기를 촉

발시킨 것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평가되는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의 불균형을 초래한 앞서의 불균형 성장과정이 국제적 금융자유화에 의해 공

생관계를 맺었다가 탐욕적 투기자본에 의한 투기거품이 꺼지면서 파국으로 치

닫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 요인에 의한 유동성 증가가 아니라 외부로

부터의 자금 유입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국내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의 유동성

64) 모든 국가들의 성장 략이 이 두 가지 모델로 정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내수시장은 가계 출 증가에 의한 소비와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부

채주도형 성장과 함께, 로벌시장에서는 기업 심의 수출주도형 성장 과정을 

보여 왔다. 하지만 체로 수출주도 성장모델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경상수지 자 국가들인 신용기반성장 국가들은 해외 자

본을 유입시켜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 략을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국제 인 

융자유화는 이러한 공생이 가능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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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향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 일반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는 더 컸다. 1990년대 말의 IT버블에 의한 주식시장의 붕괴

도 그 후유증이 컸지만, 그것은 소수 부유층에게 미치는 향이 컸던 반면에 

이것은 실업과 함께 일반인들의 자산을 송두리째 날리는 결과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신용에 의한 소비가 불가능하게 되고 빈곤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의 환율에 의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와는 달리 전 세계의 

금융 및 실물경제에 향을 미쳐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빠지고 개발

도상국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세계경제가 경기대침체의 국면에 빠지게 

하 다.

2.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

198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참여한 성과에 대한 몫이 불

공정하게 분배되어 사회적 정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은 사회적ㆍ정

치적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의 양극화나 정치적 극단주의

를 불러올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정치적 힘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이를 기초로 한 지대추구행위

를 강화시키고 이것은 다시 경제적ㆍ정치적 불평등의 악순환구조에 빠지게 한

다. 이럴 경우 지대추구행위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점에서 그 자

체로 비효율적이다.65)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있다. 소득불평등은 근로자의 구매력 저하를 가져와 소비지출 억제나 

65) Stiglitz는 소득분배는 곧 정치의 문제로 소득불평등의 발생은 민주  정치과정의 실

패라고 하면서, 불평등의 심각성과 불평등이 어떻게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해하는지를 설명한다. J. Stiglitz(2012), The Price of Inequality :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 W. Norton & Company; 이순희 옮김

(2013), ｢불평등의 가: 분열된 사회는 왜 험한가｣, 열린책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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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부채로 이어져 사회적 총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향

을 미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불평등 완화정책 대신에 저소득자에 

대한 주택신용을 확대한 것이 부채 과잉으로 이어졌다. 과거의 경제위기를 보

면 금융 및 실물위기의 공통점을 보이는데 부유층의 소득 비중 이 증가하는 

반면에 중산층 이하 계층의 부채는 증가하는데 이것이 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소득불평등 증가에 대응하여 중산층 이하의 가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근로시간의 증가로 대응하여 왔으나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

자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 지만 거품이 붕괴되자 더 이상의 생활수준

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혹자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

규제 완화와 불평등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한편, 미국을 제외하고 

경제위기와 불평등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거나 금융자유화 

정책이 불평등과 위기를 동시에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경제 회복을 저해한다

는 사실엔 이견이 없다.66) 또한 규제를 받지 않고 상상 이상의 지대를 누리는 

금융자본과 함께 최상위 소득계층, 특히 상위 1%에 부와 소득이 집중되는 것

도 소득불평등 악화의 큰 요인이다.

소득불평등을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는 이와 같은 소득불

평등을 시정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지대를 제거해야 하고 이를 통해 다시 소득

불평등을 줄일 책무가 있다. 아울러 소득불평등 완화와 함께 공정하고 지속가

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거시경제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정책조합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해소는 저소득층의 보호라는 사회정의의 관

점에서 뿐만 아니라 총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회생을 도모하려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66) 이병희 외(2013), 앞의 책, 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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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주도 성장전략과 최저임금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와 이후의 지속적인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는 

종래의 성장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세계 수요의 재조정

과 실제 자산과 소득에 기반을 둔 소비패턴 회복을 통한 성장전략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득분배 악화가 현재의 경기침체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일 수 있으며,67) 생산성 향상에 따른 실질임금 향상을 

반 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전략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통해 안정적

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의 요점은 노동소득분배를 통한 유요수효 창출→기업의 설

비가동률 상승→고용과 투자촉진→경제성장(자본축적률 증가)의 선순환이다. 그

래서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장 등의 친노동정책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

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국내 총수요가 되

살아나면서 더 이상 부채와 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68)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전반적인 임금의 증가 또는 고용의 증가를 통해 노동

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요소로 한다.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노동소

득분배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당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게 임금 인상을 

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증가

에 맞춰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여타의 정책수단과 조응하면서 실행하게 된다. 노동시

67) 1990년  미국 클린턴정부의 노동부 장 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는 

자본주의의 기( 공황과 융 기)는 상  1%로 소득이 집 되었을 때 발생했으

며, 반 로 자본주의의 안정  발 과 성장은 소득격차가 낮아졌을 때 실 되었음

을 강조한다. Robert Reich(안진환 외 역, 2011), ｢ 기는 왜 반복되는가｣, 김 사, 
42-53면 참조.

68) 임 주도 성장 략의 이론  배경에 해서는 이상헌(2014), 앞의 논문; Marc 
Lavoie & Engelbert Stockhammer(2012), “임 주도성장론 : 개념, 이론  정책”, ｢국
제노동 리 ｣ 2012년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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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책에서는 임금소득의 최저한을 설정하는 최저임금제와 임금과 노동생산성

을 연계하는 임금협상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도구가 된다. 하지만 

노조조직률의 하락은 이를 어렵게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비조합원에게도 확

장 적용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그리고 시민사회나 지자체, 지역사회가 생활임

금 문제처럼 임금 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노동소득분

배는 단순히 노사 간 문제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저임금은 사회적 비

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임금주도 성장전략의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

며, 노동소득분배를 억제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게 된다. 

ILO는 2009년의 세계고용협약(Recovering from the crisis: A Global Jobs 

Pact)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더 이상의 임금 및 노동환경의 악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노동정책을 요

구하고 있다. ILO는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며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같은 옵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

시적으로 요구하고, ‘악성 임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역할을 

강조한다. ILO 세계고용협약이 제안한 광범위한 정책 수단 중 최저임금은 상

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후의 추가 연구에서도 ILO는 국가가 

‘모든 임금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구매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

안한다.69)

ILO는 세계적인 임금과 생산성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임금주도 성장전략을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제시한다.70) 

69) Thorsten Schulten(2010), Minimum wages under the condi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Labour Administration and the Economic Crisis. Challenges, Responses and 
Opportunities, Geneva 2010: ILO. p.22 참조. 

70) ILO(2011), Towards a sustainable recovery: The case for wage-led poli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2011 vol.3 issue2,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 
ILO(2012), Social justice and growth: The role of the minimum wage,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2012 vol.4 issue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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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임금주도성장에 기초한 발전전략이 산출과 생

산성, 고용증가를 극대화시키는 데 더 중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이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

다.71) 최근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의나 독일의 전국최저임금제 도입, 유럽 

차원의 최저임금정책, 중국의 내수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정책, 일본 아베정부

의 임금인상 촉구 등은 비록 각국 정부가 임금주도 성장전략을 명확히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수준의 향상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대를 경제성장의 동력으

로 삼고자하는 경향을 보여준다.72)

Ⅱ. 최저임금제의 소득분배효과

최저임금은 저숙련ㆍ저임금 근로자계층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최저임금 수준

에서의 임금분포를 돌출시킨다. 최저임금의 향을 크게 받는 저임금부문에서

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최저임금 수준 정도의 임금만 받는 

근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한다.73)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물가에 연동시키

는 것은 저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

법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은 파급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소득자에게

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74)

최저임금제는 전체 임금구조에 상향 압박을 가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

71) UNCTAD(2010), An incomes policy for wage-led growth,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10, p.147 참조.

72) 하지만 최근의 유럽 경제 기 하에서 그리스, 포루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이나 동유

럽 일부 국가에서는 소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집행 원회, 유럽 앙은행

(ECB), 국제통화기 (IMF)으로부터 국가경쟁력을 해서는 최 임 의 억제가 필수

라는 압력이 있어 왔고, 이에 따라 최 임 이 인하 는 동결되었다.
73) 최 임  수  미만의 임 분포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최 임  용 제외 는 감

액 용과 최 임 법 반 등을 들 수 있다. 최 임 의 돌출효과에 해서는 정진

호 외(2011), 앞의 책, 66면 참조.
74) 정진호 외(2011), 앞의 책,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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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주도 성장전략에서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제가 임금피라미드 하단의 저임금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종종 상위 임금계층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상위계층에서는 오히려 임금격차를 유지하기 위

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의도나 상위 임금근로자

계층의 요구가 각자 또는 결합하여 반 되는 결과이다. 그런 경우 임금격차가 

온존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노동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최저임금 

또는 직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저임금계층의 실질소득과 전체 노동소득을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작용하되75) 노동소득계층 간에는 상대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설정될 수 있어야만 적절한 소득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

런데 최저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연관지표가 불분명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제 외에 임금수준을 

규율할 다른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소득분배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의 설정과 확보,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포괄적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와 타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시간급 단위의 최저임금 설정 자체만으로는 파트타이머나 일용직 등 불완전

고용 저임금근로자의 생활보호에 미흡하고 소득분배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근로빈곤층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지만 가구 단위의 빈곤 문제 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소득분배는 일반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하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반드시 빈곤 가구나 저소득 가

구의 가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최저임금 수혜자들이 저소득 가구

75) 최 임 제의 목 이 일부 임  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임 을 받을 수 있는 

정도만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다수 근로자가 이미 최 임 을 상

회하는 시장임 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 임 의 인상을 통해 체 노동소득을 증

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최 임 제 본래의 목 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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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빈곤극복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최저임

금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76) 이런 면에서 일정소득 미만의 가계에게 세금환

급 방식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Earned-Income Tax Credit : 

EITC)가 가구 단위의 빈곤 대책으로 더 유효하고 소득재분배의 정책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77)

그런데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의 1차적 소득분배의 문제이고 근로장려세

제는 2차적인 소득 보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임금 근로자

의 임금 상승보다는 근로유인을 통하여 가구 구성원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조건으로 국가 재정에서 소득을 보전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가 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저임금이 낮은 가구소득(또는 근로빈곤)의 원인이라면 우선 적정 수준의 최

저임금을 통한 소득 확보와 임금격차 완화가 필요하고, 다른 소득보장정책으로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78) 아울러 고용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고용조건이 열악

해지는 현실의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최저임금제의 소득분배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효과, 비용 대 편익의 관점에서만 볼 때 최저임금제를 소득분배와 근로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은 이른바 ‘비싸지만 무딘 정책수단

(expensive and blunt instrument)’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79) 그러나 정책효과

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율성과 총 효용의 문제로 귀착할 우

려가 있다. 최저임금의 설정은 그 수준의 공정성 문제와 함께 개별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측면이 있다.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판단

과 그 과정에서의 상호 배려와 통합이라는 규범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6) 정진호 외(2011), 앞의 책, 78면 참조.
77) 정진호 외(2011), 앞의 책, 19-20면 참조.
78) 최 임 제와 근로장려세제의 보완 계 는 상충 계에 해서는 정진호 외(2011), 

앞의 책, 20-22면 참조.
79) 정진호 외(2011), 앞의 책, 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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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최저임금제 국제 동향

전통적 경제 상식과는 반대로, 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 균형이란 없다. 사실

은 거의 반대이다.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근

로소득의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위기에는 억제되었다가 경제위기를 

벗어난 후에도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소득불평등은 

확대되어 갈 뿐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은 위협받고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

해지기 쉽다. 이러한 가운데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또는 고용

감소의 방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이 억제된다. 반면에 근로빈곤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수단으로 최

저임금제를 활용하려는 국가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국에서는 1993년에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빈곤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

며 정부가 임금 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고용과 산업 전체

에 악 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폐지하 지만, 소득불평등 완화와 국가 재정부담 

감소 등을 이유로 1999년에 전국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매년 최저임금이 조정

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00년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국의 선례를 따랐

고, 포르투갈에서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2009년 이후 전국 단일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업별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

한데, 예컨대 최근 독일은 2015년부터 전국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하 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까지 10년간 동결되었던 연방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14년 2월 오바마 정부는 현재 시간당 7.25달러의 최저임금

을 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 다. 여기에 더하여 IMF는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이 역사적으로나 세계 평균으로나 낮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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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통해 조세수입의 증대와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 브라질, 중국, 남미와 동남아의 여러 나라 등 개발도상국들에서도 저임

금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거나 또는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1980년대 이후 소득분배 악화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

로 최근 근로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부활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소득불평등 문제 외에도, 노동의 인센티브를 높임으로써 복지에

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의도나 사회적 유효수요의 확대를 통해 경

제성장을 추구하려는 정책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Ⅳ.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최저임금제 동향

1. 노동시장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는 급속하게 다변화되고 있

다. 종래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당연시되어 오던 사업장내 직접고용관계는 정규

직 외에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의 고용형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파견근

로, 호출근로, 사내하청근로나 각종 시설관리나 용역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간

접고용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종래 직접고용에서 고용관계가 아닌 독립노

무제공관계로 그 형태만 전환되었거나 그 법적 지위가 근로자인지 혹은 자

업자인지 애매한 이른바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의 규모도 늘어났다.

노동법상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 파견근로, 단시간근로이지만 공식 통계에서

는 노사정의 합의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

분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

금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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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5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2012. 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201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고용형태 다양화의 요인으로는 기술발전이나 전략적ㆍ구조적 요인 또는 근로

자의 자발적 선택 등을 일응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고용형태 

다양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이라는 시장 요구에 편승하여 남용과 차별이 구조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 비율 특히 비자발적 성격이 강한 

임시직의 큰 비중,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의 현저한 격차, 정규직으

로의 전환이 어려운 비정규직에의 고착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이른바 ‘장기임시근로’를 포함할 경우 비

정규직의 비중은 무려 5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80)

비정규직의 양적 확대는 고용의 질적 차이를 동반한다. 기업규모에 따라 수

직적인 원청→하도급→재하도급 구조에 의해 고용관계는 다단계화 되고 노동시

80) 강성태(2012), “노동에서의 정상(正常)”, 한국노동연구원 2012. 10. 19. ｢새로운 사회

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정책｣토론회 발표문 16면; 이호근(2013), “노동시장양극

화와 사회통합방안‑사회통합  법 ․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심으로”, ｢한국사회

정책｣ 제20집 제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66-2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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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종사상 지위에 따른 처우가 이중구조화 되고 있다. 노동시장 내 좋은 일

자리와 나쁜 일자리,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점차 확대되어 정

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 수준은 2012년 8월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다.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월평균 67.1 61.3 65.0 62.7 62.8 63.5 60.9 54.6 54.8 56.4 56.6

시간당 80.0 71.6 73.5 70.5 71.0 70.9 68.0 61.5 62.5 65.3 64.3

주: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임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평소 1주당근로시간*365/84)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표 2> 근로형태별 월평균/시간당 상대임금 추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경우 기업복지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편이다. 퇴직금, 상

여금, 유급휴가 수혜율 등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고, 

2012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9.0%에 불과하고(정규직은 

80.3%), 고용보험ㆍ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42.7%와 45.4%에 그쳐 정규직의 

70.4%와 82.2%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 자체에서 일부 근로자를 

배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고 그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런데 한

국의 사회보험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강제 가입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에서처럼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를 보인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정도가 심해서 제도에 불구하고 제도 내에서 사회보험의 보호와 

그 사각지대로 이중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세기반의 보조금제도나 사회부

조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고 적용에 제약이 많아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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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81)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

과 사회부조 모두의 역에서 둘 다 적용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적 배제의 문

제가 근로빈곤 문제를 심화시킨다.

정규직의 노조가입률 15.8%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2.9%에 불과

하다. 현재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노동이 

기업별 노조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 세사업장 근로자들은 미

조직이거나 조직노동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실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에만 의존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는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크다.

2. 임금ㆍ소득 불평등

노동소득 분배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말하는데 외환

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82) 이것은 국민소득에

서 노동의 몫보다 자본의 몫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과 

함께 근로자 집단 내 불평등도 커졌다. 노동소득 상위집단의 소득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소득 하위집단의 소득비중은 감소하 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근로자 집단 내에서 다르게 작용하 기 때문이다.83) 또한 소득 상위 

81)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 의 실태와 해소방안에 해서는, 이병희 외(2012), 앞의 

책 참조.
82) 국민소득에서 경제주체별 소득  피용자보수 비 은 정체, 기업 업잉여 비 은 

증가, 개인 업잉여 비 은 하락하고 있다. 개인 업잉여를 모두 이윤으로 보는 한

국은행 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  이후 60% 수 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하지만 자 업자의 소득  일부를 피용자보수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외환 기 이

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병희 외(2013), 앞의 책, 52-54면 

참조. 
83) 취업자의 노동소득을 10분 로 나 어 분 별 실질노동소득의 변화를 보면, 

2000-2011년 사이 하  1분 에서는 크게 하락, 2분 에서는 정체, 7분  이상의 고

소득계층에서는 크게 증가하 다. 하  1분  소득 비 10분 의 상 소득은 2000
년의 14.1배에서 2011년 20.2배로 크게 증가하 다. 이병희 외(2013), 앞의 책, 19-2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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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

하고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대기업 중심으로 업이윤이 급증하 는데 저금리정책

에 의한 이자비용 감소와 노동비용의 둔화로 사내유보가 크게 증가하 다. 기

업들의 업이윤은 늘어났지만 투자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늘지는 않아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임금 없는 성장’과 함께 가계소득 둔화로 가계저축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오히

려 기업저축이 급증하여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84)

금융의 경제 전반에 대한 향력 증대를 의미하는 금융화는 주주가치 극대

화가 기업경  및 기업지배원리가 되도록 하 다. 경 자는 주주들의 투자수익

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이나 고용 감축을 하고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보다는 주주배당을 늘리는 단기수익률 제고에 주력한다. 고용과 임금의 유연화 

전략을 통하여 노동비용을 줄이고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 결정과 높은 배당성

향으로 자본에게 유리한 분배구조를 만든다. 금융시장에서 기대수익률이 높아

질수록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고 소득불평등은 확대된다.85)

노동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임금 불평등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 을 뿐만 아니라 생산

연령인구의 노동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도 작다.

저임금근로 비율은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중

반까지는 꾸준히 하락하 지만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역전되어 

84) ‘임  없는 성장’은 ‘실질임  없는 성장’을 의미하고 기업 축은 기업의 총처분가

능소득을 의미한다. 실질임 이 2008년 이후 계속 정체되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

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고, 기업 축은 가계와 내수를 고사시킬 정도로 증가

했기 때문에 실질임 의 증가와 함께 기업들도 투자나 고용 등에의 지출을 늘려야 

우리 경제가 선순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박종규(2013), ｢한국경제의 구조  

과제 : 임  없는 성장과 기업 축의 역설｣, 8-10면, 26-32면 참조.
85) 서환주 외(2013), “주주가치경 과 융화는 고용  임  결정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가? 한국기업자료를 이용한 분석”｢경제학연구｣, 제61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9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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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2007년 이후에는 저임금근로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면서 조금씩 하락하지만 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저임금근로의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원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조사｣원자료; 통계청, 

｢경활부가조사｣원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조사｣원자료.

주: 10인 이상 상용근로자 대상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비율

황덕순 외(201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저임금근로를 중심으로-｣, 한국노

동연구원, 49면에서 인용.

저임금근로 비율의 변화 요인으로는 여성취업자의 증가, 저학력자 및 저기술

자,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고령화 등을 들 수 있다. 산업과 직업의 구성효과도 

향을 미친다. 대규모 사업체 고용 비중의 감소, 사회복지서비스 등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도 저임금근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화된 노동시장 유연화, 전반적인 

고용구조의 변화와 노조의 약화가 저임금근로 확대에 가장 큰 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다.

저임금근로는 특정한 직업과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이 막다른 

일자리, 혹은 함정 일자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이동성이 제한된 일자

리의 저임금 해소 대책으로는 최저임금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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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급효과를 통해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임금근로는 

대체가능성이 낮고, 수출산업과의 관련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에 미

치는 향도 크지 않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중하위 임금 불평등을 줄인다

는 연구결과도 있다.86) 다만, 저임금 단순서비스가 집중된 특정 산업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최저임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87)

3. 경제성장과 분배

주지하듯이 과거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은 강력한 국가 주도하의 계획경제

와 시장에 순응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힘입은 것이었다. 권위주의적 체

제가 강화되는 조건 하에서 국가가 주로 차관을 도입하여 수출ㆍ전략산업에 

배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활동을 규율하는 ‘재벌-외자-수출주도 경제’정

책이 추진되었다. 최고의 정책 목표는 발전주의적인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있었

다. “발전국가는 그 명칭이 암시하듯, 성장ㆍ생산성ㆍ경쟁력 측면의 경제발전에 

국가행위의 최우선권이 두어진다. 국가는 다른 목표들, 예컨대 평등이나 사회

복지 등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매진한다.”88) 국제경

쟁력을 이유로 하는 임금억제정책과 배제적ㆍ억압적 노동통제, 비민주적 정치

체제 등이 이를 뒷받침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89)

86) 이에 해서는 성재민(2014), ｢임 불평등 추세와 원인에 한 연구｣, 한국노동연구

원, 145면 이하 참조.
87) 황덕순 외(2013), 앞의 책, 84면 참조.
88) Ziya Onis(1991), The Logic of Developmental State, Comparative Politics 24(1), p.111 

참조.
89) 세계 부분의 국가에서는 근 국가 형성, 자본주의 산업화, 민주화의 세 과정이 상

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역사  계기를 따라 발 하 다. 하지만 한국은 통일된 

민족독립국가를 형성하는 데 실패한 분단된 상태에서 이 세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동시에 속도로, 그럼으로써 상당히 압축 으로 개되었다. 그 과정에

서 권 주의  자본주의 산업화가 민주주의 발 에 어떤 향을 미쳤는가에 해서

는 최장집(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망｣, 나남출 , 17-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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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의 시기를 거쳐 한국경제의 대내외적 취약성은 미숙한 금융ㆍ자본자유

화, 발전국가적 기제의 해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시

도하는 와중에 외환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외환위기가 한

국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결과는 

국가주도에 의한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다. IMF 프로그램의 이행과 이후의 시

장개혁, 구조조정은 국가주도적인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시장기제의 자유로운 작동을 보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자체가 경제성장, 수출증대, 캐취업과 같은 발전주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

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의 결과 외환위기 이후 ‘재벌중심적-외자의존적-수출편향적 축

적구조’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90)

한국경제의 무역, 금융 등 대외의존도는 더욱 심해져서 2008년과 같은 국제

적 금융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것은 실물경제에도 향을 미

쳐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타격을 줄 우려가 크다. 수출대기업의 해외

투자 및 해외 하청망 확대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연계구조 약화, 고용창출

력이 낮은 IT부문으로의 집중 등은 ‘수출증가→투자증가→고용확대→소비촉진’

이라는 과거의 경제 선순환 고리를 해체시켰다. 수출과 내수의 괴리, 대기업ㆍ

중소기업 간 격차와 불공정 관행, 투자와 내수부진의 지속, 일자리 부족, 가계

부채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되어버

렸다. 이러한 문제들은 저성장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기도 하다.

과거의 경제성장이 압축적이었던 만큼 거기에 억제되었던 사회문제의 분출도 

압축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본의 경쟁력 강화, 성장우선주의, 수출주도형 

축적에 계속 치중할 경우 양극화나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는 심화되어 사회통

합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 

90)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ㆍ흡수되고 내부화되었는지에 

해서는 윤상우(2009), “외환 기 이후 한국의 발 주의  신자유주의화-국가의 성

격변화와 정책 응을 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83호, 비 사회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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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거 경제성장 시기의 낙수효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그 대안으로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의 적극적 개선 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

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성장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소득분배가 경제 전체적으

로 유효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하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고용

안정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자본에 대한 공공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노동보호와 복지라는 가치를 구현하되 양적 성장을 지속적으

로 추구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분배친화적 성장 또는 성장ㆍ분배의 선순환구조

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91)

4. 최저임금제 동향

정부가 정책이나 개혁안을 결정할 때 이익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의 핵심은 이들 이해당사자들을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

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노사의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대립되는 최저임금법 제정

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나누려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 세계 경

제상황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정작 노사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노사단체는 형

식적으로 관여하는 데 그쳤다.92) 이것은 원래 이익집단이라는 것이 자발적인 

형성과 활동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권위주의적 정부

의 지원이나 배려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해체되기도 하

는 등 정치적 동기에 크게 향을 받아 왔고 노사단체가 노사의 이익을 실질

적으로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93)

91) 동반성장론, 역동  복지국가론 등 우리나라의 진보  성장담론에 해서는 주상

(2013), 앞의 논문; 안 호 외(2010),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개와 이론  안에 

한 검토”, ｢사회경제평론｣ 제35호, 한국사회경제학회 참조.
92) 당시 한국노총은 청원의 형식으로 제도 그 자체로서는 노동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입법안을 제출하 으나 사실상 채택된 게 거의 없었고, 명분을 거스를 수 없었던 

사용자단체는 법 제정 후 사후 으로 시행과정에서의 부담을 이려는 건의를 하는 

데 그쳤다. 
93) 경제개발 시기의 한국노총의 역할에 해서는 이원보(2004), ｢한국노동운동사, 경제

개발기의 노동운동/1961-1987｣, 지식마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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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 2000년 이전에는 최저임

금이 절대적 빈곤선 수준에 머무르고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의 향을 받는 근로자수도 미미하 다. 이것은 당초 최저임금제의 정책 목표

와 운용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고, 민주화 시기 전반적인 실질임금의 상승과 대

기업 남성근로자 중심의 기업별 노조 활동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집단

에 대한 연대에까지 미치지 못하 던 것이라 판단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노동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의 향상

을 주장하게 되었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결정과정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 고

려는 금융위기 전까지 이전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근로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완화 측면에서 

계속하여 전체임금평균의 50%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반면에 경 계는 

경제에의 악 향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한다.

경 계에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은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져 한계기업의 고용을 감소시켜 결국 근

로자에게도 부정적 향을 미침을 강조한다.94)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

이 기간 의 한국노총에 해서 노동자들의 조  조합주의 통제를 한 국

가기구로 평가하거나(최장집(1988),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열음사, 169-172면 

참조), ‘기업의 보다 손쉬운 노동통제를 한 수단’(a vehicle for easier corporate 
control over labor)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박세일(1993), “국가 발 과 노사 계 략 

: 노사정 계의 새로운 지평”, 1993년 추계정책과제토론회 발표논문, 328면). 한 

이러한 상황을 노동 없는 조합주의(corporatism without labour)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는 정부 정책에서 노동의 참여가 극히 제한 이며 지배자와 종속된 노조 표 간 상

징  만남만이 존재한다고 지 하기도 한다(West, J. M. (1987), South Korea’s Entry 
Into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sation : Perspectives On Corporatist Labor Law 
During A Late Industrial Revolution,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No.23, 
p.494).

94) 2011. 6. 3. ｢2012. 1∼2012. 12 용 최 임  사용자 원(안)｣; 한국경 자총 회

(2011), ｢최 임  제 로 알기｣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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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용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며 소득분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금소득의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임금주도성장론의 채

택을 주장한다.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협상제도의 강화가 필요

한데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의 하락으로 현실적으로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

다. 이에 정부의 정책의지와 함께 최저임금제와 생활임금제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95)

최저임금의 결정체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편에 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짚고 갈 것은 합의적 결정 경험이 부족하고 정책이나 제도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합의적 결정주의는 그것을 가

능하게 하는 여러 하부기관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기업이든, 근로

자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율적 결사체 조직이 가능이익의 범주에서 대

표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강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관계

를 달리하는 이들 조직을 협의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

여는 결정과정에의 형식적 관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익이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대표성을 갖는 각자의 조직이 정당성을 부

여받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서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때만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게 된다.96)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을 공유해야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그동안 근로자 대다수가 중소

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사업체수 99%, 근로자수 88%), ‘기업 경 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 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2014. 7. 1.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결과 발표에 의하면 2014. 3. 1. 현재 300

95) 김유선(2011), “최 임  수 평가와 고용효과”, ｢우리나라 최 임 의 수 과 개선

방안｣ 2011. 6. 1. 참여연  최 임 토론회자료집; 2014. 7.10. 문재인/은수미 의원 

주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토론회자료집 등 참조.
96) 최장집(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후마니타스,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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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 대기업 2,942개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436만 명으로 사업체규모별로 

조사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3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

은 37.3%로 통계청조사(13.4%)보다 3배 높다. 이것은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

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97)

여기에서 간접고용의 실수혜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반하는 저임금 문제도 그러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노

동에서의 정상을 회복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정상이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그동안 뒤에 두었던 것을 복원시키는 일 즉 ‘상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98)

최저임금제에서도 그렇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

지만 최저임금은 경제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니며 사회정책적 의의가 보다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사회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 정책에 

의한 조치가 수혜자의 사회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 권리는 확고

한 규범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제를 통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위한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겠지만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제의 의의와 그 규범적 기초를 다시 되새겨보고 그에 맞게 제도가 발전하도록 

제도개선과 운용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97) 김유선(2014), KLSI 이슈페이퍼 2014-19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규모｣,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참조. 
98) 강성태(2012), 앞의 발표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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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최저임금제의 규범적 기초

Ⅰ. 근로권의 보장

1. 근로권 보장의 의의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

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적정임금 보장‧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근로의 의무를,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주의

를, 제4항과 제5항에서는 여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및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원호대상자에 대한 우선 근로기회 제

공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제33조에서는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

함으로써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

어 놓고 있다.99) 헌법상 근로권의 규범구조는 제1항 제1문에서 근로권의 총괄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100) 각 개별 조항은 

법적 효과에 있어서 우열이나 차등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권의 내용을 이

루고 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고, 생산적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노동은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사회적 교환의 표현 

99) 허  교수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합하여 근로활동권이라고 하고 있다. 허 (2010), 
｢한국헌법론｣, 박 사, 513-514면 참조.

한편 이 희 교수는 여기에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실

정 헌법상의 권리와 소  자연법  개념에서 악되는 ‘취업권’, ‘인간다운 근로조

건의 권리’, ‘경 참가권’ 등을 더하여 노동기본권으로 악하고 있다. 이 희(1990),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13-29면 참조. 

100) 김유성(2005), ｢노동법Ⅰ｣, 법문사,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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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며 노동의 시간은 인생의 여타 순간들에 그 의미를 부여해 준다. 노동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소유ㆍ자유ㆍ평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 요소들의 기반

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노동 덕택에 자주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시민

권 행사에서도 자주적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한껏 고양된 개념의 노동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수많은 긍정적

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과거 고통으로서의 노동이 신분제 노동에서 명목

상 자유노동으로, 또한 보호대상으로, 더 나아가 헌법상의 생존적 권리로 자리

매김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은 세월과 규범적 수용의 과정이 필요하

고,101)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기본권으로 근로권이 헌법에 

규정되었지만 작금의 노동현실에서 그 구체적 실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허함

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은 국가 또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스

스로의 선택에 의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함으로써 생활을 위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자유롭게’ 합의한 

대가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보장’받게 된다.102) 이것은 자본주의경제질서의 

이념적ㆍ방법적 기초를 제공하며103) 근로권의 자유권 보장 측면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완전고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자력으로 

101) 동서양 고래의 노동(근로)의 어원(語原)에 한 흥미로운 고찰에서 시작하여 노동

의 의미와 노동 의 역사  변화 과정을 서술하면서 근로권의 헌법에의 규범  수

용을 고양된 노동 념과 근로자상을 보여주는 상징 인 지표로 악하는 로는, 
노호창(2011a), 앞의 논문, 18-24면; 노호창(2011b),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제30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130-137면; 박제성

(2006), “사회  형평화, 사회  양극화 그리고 사회  연 ”, ｢노동법연구｣ 제20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89-94면 참조.

한편 이 희 교수는 자연권으로서의 근로권을 언 하고, 계  신분사회와 기 

시민사회에서의 근로권, 이후 시민사회의 발 에 따라 임노동의 자유로서의 근로권, 
계약책임으로서의 근로의무를 거쳐 오늘날 생존권  근로권, 국가  청구권으로서

의 근로권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 희(1990),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61-70면 참조.

102) 박제성(2006), 앞의 논문, 93면 참조.
103) 권 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67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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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보와 미취업 기간 동안의 생

활보장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근로권은 근로의 자유

에서 국가에 대해 적합한 근로의 기회와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생

존권 보장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념적ㆍ현실적 이유로 국가가 직접 

이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보장 개념104)이 생겨나고 근로를 통한 인

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과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근로권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

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근로권은 생활의 기

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

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기본권이다. 또한 근로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

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

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하고 있다.105)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권 보장은 생활수단 확보를 위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인 보호 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106) 근로권은 국가의 고용정책‧노동정책‧사회정책의 원칙적인 

104) 기본 으로는 근로기회의 제공이 근로권의 규범  내용이 되고 생계비 지 이란 

문제는 근로권의 직 인 내용이 아니라 실 인 근로기회의 부족에 한 체

․보충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한 완 한 근로권의 실 은 자본

주의 사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오늘날 극  고용정책과 다양한 고용

정책입법들을 통하여 실업자와 취업근로자를 포 하는 체 근로자를 상으로 하

여 완 한 근로권의 직  보장은 아니지만 완 한 의미의 근로권의 실 을 지향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경배(1997), “고용보장의 노동법  원리와 구조에 한 연

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85-86면 참조.
105) 헌법재 소 2008. 9. 25. 2005헌마586 결정; 헌법재 소 2002. 11. 28. 2001헌바50 

결정.
106) 근로권이 인간다운 생활권을 제로 하고 있다는 , 근로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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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107)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노동시장 유연화, 근로형태의 다양화, 근로

빈곤 등의 문제는 고용기회의 확대를 어렵게 하고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만으로는 인간노동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근로기회의 

제공이라는 점에서는 일자리의 양적인 측면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기회만이 아니라 제공되는 일자리에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고용의 질’, ‘적

직’ 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108)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보다 나

은 생활을 지향하는 인간의 속성에 비추어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상태의 유지ㆍ보호는 물론 보다 나은 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수

준으로까지 근로권의 개념을 확장하게 되었다. 결국 근로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109)로 개념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있는 고용의 보장은 사회보험료 납부 재원을 제공한다는 에서 사회보장이 가능하

기 한 제조건인 동시에 고용기회의 상실은 개인의 생활을 괴하는 표 인 

사회  험으로서 사회보장의 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용보장과 사회보장의 

계는 이 ㆍ병존 이라는 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석

(2008), “사회복지법제의 쟁 과 망”, ｢법제연구｣ 제35호, 한국법제연구원, 120면; 
석(2010),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427면 참조.

107) 권 성(2010), 앞의 책, 673면; 허 (2010), ｢한국헌법론｣, 박 사, 515면; 박형오

(1998), “헌법상 근로권에 한 연구”, 경남 학교 박사학 논문, 13면 참조.
108) 허  교수는 근로권은 헌법에 의해서 직  효력이 발생하는 종합 인 성질의 법  

권리라고 하면서 이러한 법  권리의 구체  성질과 내용이 무엇인지와 련하여 

“‘일할 권리’는 반드시 ‘일할 자리에 한 권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일할 환

경에 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한 정당한 

보수, 합리 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일할 권리’에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32조의 규정 내용을 구분한다면, ‘일할 

자리에 한 권리’에는 ① 구체 인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자유권

인 소극  권리), ② 고용증진을 한 사회정책․노동정책․경제정책  남녀고

용평등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생활권  구체  권리), ③ 원호 상자의 우선

인 일자리 요구권(생활권 인 구체  권리)이 포함되고, ‘일할 환경에 한 권리’에
는 ① 합리 인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일한 가에 알맞은 

정한 임 의 보장 내지 최 임 제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허

(2010), 앞의 책, 518-5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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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근로권의 내용에 대하여 이러한 양자를 모두 인정하여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

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

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10)

이에 따라 현행 헌법상 근로권의 의미를 정리하자면, ‘소극적으로는 개인이 

근로를 행함에 있어 국가 또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근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근로자

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적절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근

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

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에 대

한 대체적 권리로서 생계비지급ㆍ직업훈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111)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의는 현대사회에서 근로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근로권은 현재 실업

자는 물론 취업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근

로자에게 근로의 기회와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 인간 존엄성에 걸

맞은 근로조건, 적정임금 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권은 노동시장 관련법뿐만 아니라 개별적ㆍ집단적 노동관계법까

지 포괄하는 노동 관련 법체계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근로권은 고용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근로관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입법자와 집행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112)

109) 노호창(2011a), 앞의 논문, 77면. 비교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보다’를 

추가하 다.
110) 헌법재 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111) 노호창(2011b), 앞의 논문,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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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헌법 제32조제1항 2문 전단은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ㆍㆍㆍ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할 입법은 물론 고용확대ㆍ실업대책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사회적 방법’이라 함은 사회정책

에 의한 고용의 증진을 말하며, ‘경제적 방법’이라 함은 경제정책에 의한 고용

기회의 확대를 말한다.113) 국가가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고용의 증진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고용 증진

을 위해 입법ㆍ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지만, 고용증진이 단순

히 근로의 기회 제공, 일자리의 창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환

경 또는 수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114)

근로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 고용기회

를 단지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이 

되는 일자리, 즉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국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근로의 의무를 매개로 최단기

간에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진입시키는 역할에 치중하 다.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대부분 저숙련근로자들인 근로빈곤층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

고 실업과 취업의 반복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빈곤에 빠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상용직과 

같은 안정 취업층이 감소하고 임시직ㆍ일용직 등 불안정 취업층이 증가한 노

112) 한인상(2014),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 제36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114면 참조.
113) 권 성(2010), 앞의 책, 673면; 김유성(2005), 앞의 책, 17면 참조.
114) 한인상(2014), 앞의 논문, 93-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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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 변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요인은 근로소득의 변화인데 이것은 취업 여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의해 향을 받는다. 그런데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재활사업

의 사례에서 보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근

로중점 목표) 가구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소득중점 

목표) 안 되는 결과 근로빈곤층 대책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115)

“자유롭고, 공평하며, 안전하고, 인간적 품위가 존중되는 조건 속에서 남녀 

모두 종사하는 생산적인 일”을 지칭하는 괜찮은 일자리 개념은 1970년대 이후 

고용량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quality of 

employment)도 고려하려는 고용문제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1999년 제

87차 ILO총회에 제출된 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 ‘decent work’란 개념이 처음 

소개된 이후, ILO는 ‘decent work’를 세계화된 노동에 대응하는 중점 이슈 중

의 하나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측정지표의 개발과 지역별ㆍ국가별 적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2002년의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보고서는 괜찮은 일자리를 측정하기 위한 11가지 지표를 제안하고 있는데, ① 

고용기회(Employment opportunities), ② 배제되어야 할 노동(Unacceptable 

work), ③ 적절한 소득과 생산적 노동(Adequate earnings and productive work), 

④ 적절한 노동시간(Decent hours), ⑤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Stability and 

security of work), ⑥ 일과 가정의 양립(Combining work and family life), ⑦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Fair treatment in employment), ⑧ 안전한 작업환경

(Safe work environment), ⑨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⑩ 사회적 대화와 사

업장 노사관계(Social dialogue and workplace relations), ⑪ 괜찮은 노동에 대

한 사회경제적 맥락(Economic and social context of decent work)이다.

이러한 ‘decent work’ 개념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

115) 최옥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한 연구 : 임

일자리를 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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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근이라는 점,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

리고 일자리 문제를 노동시장에서의 개별적 계약이 아닌 넓은 범위의 사회경

제적 틀 속에서 이해한다는 점 등에서 노동시장 소외계층이나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정책을 논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제

시된 지표는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하에서 고용기회와 임금 

및 근로시간과 같은 일자리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까

지 고려하고 일반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중고령층과 같이 노동시장

에의 진입이나 퇴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고용문제를 

개선하는 기준을 제공한다.116)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decent work’ 개념이 임금 등 근로조건과 고용보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decent work’는 “개방된 사회와 사회적 대화의 강

화”를 목적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삶이 노동과 고용을 규

율하는 법령과 협약에 의해서 직접 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근로자들이 

시민으로서 향유하는 자유, 즉 정치적 선택 및 제도적 선택에 대해서 자기 의

사 표현을 하고 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도 좌우되기 때문이

다.117)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경제적 궁핍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들

이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경제적 필요의 강도는 정치적 자유의 긴급

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킨다.118) 노동문제와 고용정책에서 

사회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괜찮은 일자리, 적정임금과 인간적인 근로조건을 갖춘 생산적인 고용

116) 손지아 외(2011),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에서 본 장애인 고용의 질에 

한 탐색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134-135면; 이성

균(2008), “ 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15권2호, 188면; 최옥

(2005), 앞의 논문, 7-8면 참조.
117) Amartya Sen(2000), Travail et droits, Revue internationale du Travail, vol. 139, n°2.
118) 경제  필요와 정치  자유, 민주주의에 해서는 Amartya Sen(김원기 역, 2013), 

앞의 책, 2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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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꾸준한 경제성장이라는 조건에서도 저절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

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증진시키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들이 유기

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119) 그리고 근로권의 의미를 당위론적으로 이

해하는 것만으로 근로권의 규범적 요청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권의 내용과 보장 수준을 보다 구

체화하고 근로권이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헌법실현적 기능120)이 제대로 작

용할 수 있는 제도나 법률의 마련과 함께 이러한 보장수단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의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안정성의 보장, 실

직자의 신속한 취업기회 및 소득 보장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간의 긴장관계 혹은 동일 노동시장 내에서

도 정규직 대 비정규직, 연소자ㆍ여성ㆍ고령자들 간의 차별 또는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고용

보호법과 신중하게 설계된 소극적 고용정책으로서의 실업보험급여와 효과적인 

노동시장 개입정책, 이른바 적극적 고용정책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121)

3. 근로권과 임금 보장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

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따라서 국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으로 정해야 한다122)고 하거나 동 조

119) ILO(2010), Employment policies for social justice and a fair globalization, p.33 참조.
120) 허 (2010), 앞의 책, 518면.
121) 이철수(2005), “유연안정성과 노동법의 개선”, ｢외법논집｣ 제19집, 한국외국어 학

교, 76면 참조.
122) 임종률(2012), ｢노동법｣, 박 사, 15면.

한편 김형배 교수는 임 이나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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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의하여 근로자는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또 하나의 노동

기본권으로서 갖는다123)고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생활의 원천이 되고 근로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헌법 제32조 제1항 2문 후단에서 “국

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하며, 최

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급을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견해124)와 국가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사용자

에게 강제하는 입법(최저임금법)을 해야 한다는 견해,125) 적정임금이란 근로자

가 받는 임금이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는 데 적절한 액수임을 말

하는 것으로서, 물질적인 최저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뜻하는 최저임금과 구별되

며, 최저임금보다는 고액의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126) 적정임금의 수준은 국가

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인간

다운 생활을 위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하지만 그 정함에 있어

서는 근로자 본인만 기준이 될 뿐 가족은 고려요소가 아니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견해,127)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교섭평등관계를 통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것이 최저임금으로 그 결정은 일반적으로 일정 수의 가족원을 위한 최저

존엄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물질  생활과 함께 정신 ㆍ문화  생활이 일정한 수

까지 개선ㆍ향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한다. 김형배(2012), ｢노동법｣, 박

사, 197면 참조.
123) 이 희(1990), 앞의 책, 17면, 23-25면 참조.
124) 권 성(2010), 앞의 책, 677-679면 참조.
125) 임종률(2012), 앞의 책, 15면.
126) 김철수(2009), ｢헌법학신론｣, 박 사, 844-845면.
127) 정종섭(2010), ｢헌법학원론｣, 박 사, 7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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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견해128) 등 다양하다. 이러한 

견해들을 보면 ‘인간다운’의 최저의 수준에서부터 최고의 이념적 지향점까지의 

사이에서 권리주체가 처한 상황, 즉 생활능력의 유무나 부양가족의 유무,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그 보장수준을 달리 이해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 헌법체계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규정 

또는 그 이념적 기초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설

명되어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제

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와 ‘경제질서

의 가치적 지표’로서의 헌법적 의의를 가진다.129)

그런데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의 고도의 추상성과 다의성은 헌법상 ‘인

간다운 생활’보장의 수준 설정을 어렵게 한다. ‘인간다운 생활’의 개념(또는 보

장 수준)에 대하여는 문화적 생활로 보는 견해와 물질적 생활로 보는 견해가 

갈린다. ⅰ) 문화적 생활로 보는 견해는 다시 이를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매우 넓게 해석하는 견해130)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고 하여 전자보다 

다소 좁게 해석131)하고, 이를 바이마르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ein 

menschenwurdiges Dasein)’, 세계인권선언의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

이나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상당한 생활

조건을 가질 권리’의 의미라고 하는 견해132)로 나뉜다. ⅱ) 물질적 생활로 보

128) 김형배(2012), 앞의 책, 355면 참조.
129) 허 (2010), 앞의 책, 539-542면 참조.
130) 권 성 교수는 인간존엄성의 완 한 실 을 보장하는 수 은 정신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치 에 따라 자율 으로 설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이상 인 생존수 이겠지만, 실 인 실 가능성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

으므로 인간 인 최 생존수 (단순히 생명을 보 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

도의 생물학  최 수 이 아니라 육체 ‧정신  통일체로서의 인간이 정상 인 사

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 )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  성격에 해서는 불완 하나마 구체  권리라고 하고 있다. 권 성(2010), 앞

의 책, 656-659면 참조.
131) 성낙인(2009), ｢헌법학｣, 법문사, 67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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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는 인간다운 생활을 물질적인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주 내용으로 하

는 물질적인 최저생활권으로 해석하거나133),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급부를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한다.134) 헌법재판

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

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

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입법에는 재정형편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고 한다.135)

근로권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의 

수준에 대해서도 ‘이상적 수준’에서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 ‘생물학적 최저

생존수준’까지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다. 하지만 꼭 바람직한 것이거나 명확한 

132) 김철수 교수는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하기 해서는 어도 물질 인 생활의 

충족 이상의 문화 인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한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  성격에 해서는 구체  권리이나 국가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입

법형성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하 다. 김철수(2009), 앞의 책, 806면, 808면 참조.
133) 허  교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 하기 한 최소한의 

방법  기 를 뜻하고, 경제생활에 한 기본권들의 이념  기 를 뜻할 뿐만 아니

라 국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국가실 의 국가  의

무를 내포하는 국민의 구체  권리이며, 그 구체 인 내용은 생활무능력자의 국가

에 한 보호청구권과 각종 사회복지수혜권이라고 한다. 허 (2010), 앞의 책, 538
면, 541-542면 참조.

134) 정종섭(2010), 앞의 책, 735-736면. 정종섭 교수는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를 확장하

는 것은 부분의 사회  기본권이 구체 인 무엇을 직  청구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아무런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물질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권리

라고 볼 때, 상황에 따라 생활무능력자가 국가에 하여 구체 인 물질  부나 

보호를 직  청구할 수 있는 구체  권리가 도출되지만, 그 이외에는 이를 실 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는 구체  권리만 도출된다고 한다. 정종섭

(2010), 앞의 책, 736-737면 참조.
135) 헌법재 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헌법재 소 2004. 10. 28. 선고 2002

헌마328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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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근로하고 있는 자와 퇴직자, 실업자(실업급여수급

자 또는 비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분하여 보장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는136)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은 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수준에 있어서 적정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데에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적정임금의 산정에는 근로자의 생산성 내지 생산에 대

한 기여도, 기업의 지불능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칠 향, 소득분배구조 개

선에 대한 기여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37) 그러나 원칙적으로 

적정임금의 보장은 근로3권의 행사 및 그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지원 등을 통

해서 가능한 것이고138) 오히려 국가의 개입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

저임금도 적정임금이라고 할 것으로 다만 자력으로 그 수준을 확보하지 못함

에 따라 부득이 국가가 이를 보장하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도 

소정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적정성 내지는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일할 권리’와 ‘삶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노동의 보람을 통하여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노동향유권139)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질적

136) 를 들어 실업 여의 최 한은 재 최 임 의 90%이다. 2014년 6월 입법 고된 

내용에 따르면 이것을 80%로 낮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민기 생활보장법은 

보장하는 최 생활의 기 과 련하여 “이 법에 의한 여는 건강하고 문화 인 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4조 제1항).
137) 권 성(2010), 앞의 책, 673면 참조.
138) 장 수(2011), ｢헌법학｣, 홍문사, 830면 참조.
139) 노동향유권은 창조 인 노동의 보람을 통하여 주체 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

는 권리로서, 그 본질  내용은 생명공동체 사회 속에서 노동인격권을 구체 으로 

실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흥재(1988), “해고제한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38-44면 참조. 이 개념은 근로자가 해고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단순

히 임  등 재산상의 것만이 아니라 자기만족, 사회  계와 평  등 자기인격을 

실 해 나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해고제한법리를 단순히 개별  근로 계의 차원에서 단할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

식에서 고용보장을 지향하는 사회법원리  기 개념으로 설정된 것으로 인간존엄성

을 한 근로의 의미에 한 사색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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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근로권의 보장이 없는 생존권의 확보란 무의미한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권

과 근로권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140)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인 수요를 충당하는 외에 창조적인 노동의 보람을 통하여 주체적이고 자유로

운 삶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인간은 덜 일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141) 노동의 보람 외에도 노동을 수단적 기초로 

하여 여가를 활용한 취미생활이나 자기고양, 인격실현의 기회를 통하여 삶을 

더욱 풍부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권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수단적 기본권이 되는 것

이다. 여기에 적정임금 또는 최저임금은 근로권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

소한의 기본적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근로권의 내용으로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바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거 퇴직급여법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근로권에 

근거하여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142)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과거 생계보조비가 인

간다운 생활은 물론 기본적 생존권조차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

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 다거나 헌법

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이탈하 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

140) 이흥재(1991), “고용보장의 법  구조에 한 시론”, ｢서울 법학｣ 제39권 제4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93-112면 참조.

141) 근로권의 헌법  수용과 근로 개념의 입법  수용이 ‘노동 독증’을 허용하는 의미

는 아니라고 한다. 오문완(2000), “근로권의  의의”, ｢노동법의 쟁 과 과제｣, 
법문사, 28면 참조.

142) 헌법재 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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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

다.143) 이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보장 수준이 생존 또는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수준에 비추어 필수적

인 최소한의 수요의 충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144) 이 점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생계비가 우

선성을 갖는 것이고 필요 최소한의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물론 이것을 산출

하여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으나 워낙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재정의 문제를 걱정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Ⅱ. 사회적 정의

1.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

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

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

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145) 민주주의가 국가의 통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유와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법치국가가 민주적 의

사결정과정에 의해 마련된 법규범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사회국가는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데 적합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한다.146)

143) 헌법재 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14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  권리성을 보장의 내용과 수 에 따라 설정하

려는 시도에 해서는 이덕연(199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과 법  성

격”, ｢공법연구｣ 제27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46-247면 참조.
145) 헌법재 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146) 허 (2010), 앞의 책, 162면 참조.



- 78 -

19세기의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생산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고 자유와 평등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른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일반화 현상은 국가가 종래

의 경제적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생존을 보장하

는 사회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

한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

전고용의 실현 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는 사회국가원리가 등장하 다.147) 

근대 시민혁명 이후 절대적 보장을 인정받아온 재산권은 사회국가원리의 요

청에 따라 상대적 보장으로 바뀌었고,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사회적 제약

이 따르게 되었다. 종래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이원론을 전제로, 자유로운 사

적 생활 역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기본권은 

헌법적 보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었다. 이것

은 개인은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지만, 또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구속을 받는 사회적 인간이라는 자각과 접한 관련

이 있다.

헌법재판소도 재산권 관념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설시하면서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

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 인

한 사회공동체의 균열과 파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현”이라고 하고 있다.148)

기본권의 사회적 구속성은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의 한계를 정하는 사회국가

147) 사회국가원리의 개에 해서는 박병섭(2014), “사회국가원리의 역사  개와 법

 의미”, ｢민주법학｣ 제5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2-197면; 윤재만(2011), “사회

국가원리의 이론  근거  실 방법론”, ｢공법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

학회, 62- 66면 참조.
148) 헌법재 소 1989. 12. 22. 선고 1988헌가1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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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규범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사회국가원리에 의해 모든 국민들이 사회

적 정의에 기초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

다.149)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전문에서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

상을 기하고”라고 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제119조 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의 민주화란 경제활동에 관한 의사결정

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분산됨으로써 경제주체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150) 경제 역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도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 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

는 헌법규범”이라고 설시하고 있다.151)

또한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강조하고, 제126조에서는 사

기업의 국공유화가능성 등을 언급함으로써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화를 규정하

고 있다. 경제적 자유권에 대하여 내재적 한계와는 별도로 실질적 자유와 평

등, 그리고 사회정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제한을 인정하고 있

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기본

권을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에 걸쳐 보장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생존권, 

근로권,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주택에 대한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

149) 박병섭(2014), 앞의 논문, 200-201면 참조.
150) 권 성(2010), 앞의 책, 169면.
151) 헌법재 소 2003. 11. 27. 선고 20011헌바3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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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여성ㆍ아동ㆍ노인ㆍ환자ㆍ장애인ㆍ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 광

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최대한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국민의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시키는 

데 적합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 

전반에 걸쳐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국가원리에 의해 근로권이 헌법상 보장되고 그 구체

적 실천 방안의 하나로 법률에 의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

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은 근로조건이 자유로운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의해 확보될 수 없을 때 국가가 직접적인 임금결정에의 개입을 통

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도록 삶의 질이 향상

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를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정의 이념의 구현을 위한 사회국가원리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

성과 역동적인 발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절충”을 헌법과제

로 제시한다.152)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일

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평등’은 그 자체가 공동선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인간의 존

엄성에 대한 가치와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의 ‘동반의식’ 

(partnership)의 공유를 통해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가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천적 과제로 삼는 것은 그 부자유와 불평등의 원인 

제공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정의 이념에 부합되는 사회 일

반의 이익을 지향하는 국가의 구조적인 원리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공

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정의의 

이념을 토대로 하는 가치배분의 정치경제적 질서이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할 

사회통합 과정의 기본적 지침이다.153)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정의 이념과 연대 

152) 이덕연(2011), “헌법으로 본 빈곤(사회양극화)문제와 산과정”,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44면.
153) 이덕연(2011), 앞의 논문, 243-2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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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2. 배분적 정의 

실질적 부자유와 불평등의 양상은 정치적 역에서는 자율적ㆍ집단적 의사결

정에서의 배제와 그 결정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역에서는 사

회적 인정(recognition)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역에서는 재화의 불평등

한 배분과 관련된 부정의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154) 이 모든 역에서 

공통된 정의원리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등한 동료로서 자유롭게 사

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참여의 동등

성’(parity of participation) 원리이다. 이것은 자유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민

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평등주의적 정의원리라고 할 수 있다.155)

자유주의적 가치는 단지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국가나 법의 불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ㆍ사적 권력의 자의적 간섭, 즉 지배와 예속156)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와 법이 적극적으로 기능할 때 지켜질 수 있다. 자유란 

지배의 부재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배ㆍ예속관계가 생

겨나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157)

154) 이런 에서 “정의란 단순히 특정한 유형의 분배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종

류의 착취와 억압, 지배와 배제, 무시와 모욕 등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사이의 바

람직한 계와 련된, 기본 으로 ‘정치 ’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은주(2012), 
｢정치의 이동: 분배 정의를 넘어 존엄으로 진보를 리 임하라｣, 상상 머, 35면.

155) 부정의의 양상과 정의의 지도원리에 해서는 김도균(2012), “한국 법질서와 정의

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서울 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328-344면 참조.
156) 지배란 “타인이 내릴 수 있는 특정 선택들에 해서 자의 으로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간섭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나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간섭하는 

사람의 자의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간섭하

는 자의 재량에 으로 내맡겨져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지배ㆍ 속의 계이다. 
필립 페 (2012, 곽  옮김), ｢신공화주의 : 비지배 자유와 공화주의 정부｣, 나남, 
127면 참조.

157) 사회정의를 가장 넓게는 자유, 평등, 박애의 실 을 목표로 하는 근  입헌민주주

의 헌법에 표 된 법 원리들의 체를 포 하는 이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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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재화의 배분은 첨예한 물질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수반하는 것이

어서 무엇보다도 자의적 차별을 배제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균형

지울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배분적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가져가야하는 각

자의 몫의 차이를 인정하는 게 정의에 더 부합하다는 것이다.158) 만일 모든 사

람들에게 똑 같이 나누는 것(균분 원칙)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각자에게 각

자의 몫을” 나누어 주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나누는 것이 배

분적 정의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후자는 전자에 의한 한 개인

의 몫을 타자와의 비교관계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같은 것은 같게”는 평

등대우의 요청을, “다른 것은 다르게”는 중심기준의 측면에서 유사하지(동등하

지) 않은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대

우(불평등배분)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평등대우 요청이 차등대우 요청보다 우

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개인들 간의 차이는 그 차이를 지

닌 당사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일 때 정의로운 불평등배분의 기준이 된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실질적 기준으로는 ‘응분의 몫에 따른 

배분 원칙’(the desert principle), ‘필요에 따른 배분 원칙’(the principle of 

needs),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교환)에 따른 배분 원칙’(the principle of free 

choice) 등을 들 수 있다. 응분원칙은 각자의 선택과 노력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성과를 가져왔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자기 몫으로 마땅히 받을 응분

의 몫을 받았을 때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개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

적 평가와 본질적으로 매우 접하게 연관성을 가지는 정의 원칙으로 배분적 

정의의 핵심을 이룬다. 필요원칙은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의 핵심적 가치

속에서 가장 좁게는 기본  필요들의 보장과 최소생활의 보장에서부터, 형식  평

등원리를 넘어서서 요한 재화들을 고르게 배분하여 실질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를 이루려는 배분  정의의 역과 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김도균(2012), 앞의 

논문, 378면 참조.
158) 황경식 외(2011), ｢공정과 정의사회｣, 조선뉴스 스, 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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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건들과 자원들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적 

필요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기본적 필요의 범위와 수준은 해당 

사회의 사회ㆍ문화ㆍ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교환의 원

칙은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합리적 개인들이 자유로운 계산에 의해 선택한 바

에 따라서 재화를 배분하자는 요청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결과가 어떻

게 산출되든 자유로운 선택과 교환의 산물이라면 정의롭게 된다. 그런데 문제

는 이 기준들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때로는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정의 기

준들이라는 것이다.159)

능력이나 성과, 기여 또는 결과를 응분 자격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능력주의 

내지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의 입장에서는 각 개인은 자신의 정신과 신체를 활

용한 노동의 산물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타인에

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즉 출발선으로서의 기회균등과 공정경

쟁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능력에 따라 그 소유물을 취득할 합법적인 권한을 갖

는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

발적인 선택과 교환에 의해 발생한 배분 결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정한 배분이라는 명분으로 자원의 배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게 된다.

그런데 개인에게 주어진 출발조건은 각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과 무관한 경

우가 많다. 만일 시장과 사회에서의 경쟁에서 자연이 자의적으로 배분한 운(출

생과 소속)에 의해서 오늘의 결과가 정해지고, 또 이 결과는 내일의 출발조건

에 향을 주고 다시 그 결과가 출발조건으로 누적되는 과정이 고착화된다면 

출발선의 불평등은 응분의 원칙에 위배된다.160) 천부적 운과 사회적 운의 향

력이 그대로 방치된 채 내세워진 기회균등의 원칙은 원초적 불평등을 기정사

실화하는 가운데 운용되는 형식적 기회균등에 불과한 것이다.161) 

159) 배분  정의의 원칙에 해서는 김도균(2012), 앞의 논문, 348-361면 참조. 
160) 남기업(2010), ｢공정국가｣, 개마고원, 60-61면; 김도균(2012), 앞의 논문, 401면 참조.
161) 기회균등은 사실상 인간의 인격이 갖는 평등한 가치보다는 사회  게임에 있어 각

자가 지닌 경쟁력을 최우선 기 으로 선별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사회  여건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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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

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정의의)원칙들”,162) 즉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제시된다. 롤스에 따르면 민주

주의적 평등체제는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가치의 획득 과정에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

장되어야 한다.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기회가 불균등하다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한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

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163) 요컨대 롤

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개성 발현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를 중시하면

서 실질적 기회균등과 사회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실질적 

정의(결과의 정의)의 결합, 공정성과 공평성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164)

정의의 원칙이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얼마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는 개

념이나 논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경험의 문제이기도 하다.165) 제2차 세계대전 

등 내지 유사성을 보장하기 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에서의 형식

인 기회균등은 경쟁력이 없는 자를 소외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증 시킬 가능성이 

커서 업 주의  계층구조를 강화하고 속화할 소지가 있다. 황경식 외(2011), 앞

의 책, 23-25면 참조. 
162) John Rawls(황경식 옮김, 2013), ｢정의론｣, 이학사, 45면.
163) John Rawls(황경식 옮김, 2013), 앞의 책, 49면, 105면 이하 참조.
164)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을 순수 차  정의 이라고 하지만, 평등한 자유원

칙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 출발선에서의 공정과 최소 수혜자 최우선 고려라는 

차등원칙에 의해 결과주의  공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경식 외

(2011), 앞의 책, 35면 참조.
165) 를 들어 독일에서 수많은 실체  가치에 한 헌법재 소의 단이 지지되는 주

된 이유는, 독일의 헌법재 의 논증이 실천이성에 기 한 합리  선택이기 때문

이라기보다는, 헌법재 소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독일사회가 충분하게 동질

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독일사회가 제2차 세계  후에 겪게 된 상황, 즉 상처 

입은 감수성과 끔직한 국가  굴욕감이 독일인들의 가치체계를 한 방향으로 수렴시

켰다는 것이다. 조홍식(2007),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 단 : 원고 격의 규범학(Ⅰ)”,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서울 학교법학연구소, 185-1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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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필라델피아선언이 사회적 정의를 보편적 소명으로 정하고, 그 실현을 모

든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구속하는 근본 목적으로 삼은 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의 경험은 “항구적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라고, 또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 을 위태롭게 한다.”고 천명하게 만들었다. 

이후 ‘ 광의 30년’ 시기를 거쳐 사회적 정의 개념을 원칙상 거부하는 신자유

주의화의 경험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

의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으로 필라델피아정신을 재확인하도록 하 다.166)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

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167)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규정은 ‘기본적 필요’ 원칙(객관적인 최소한도)168)

을 정의원칙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

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

조건적인 최우선적인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

이 담고 있는 국가목표를 고려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의미한다.”169)라고 하

고 있다. 여기서 ‘단지 적절한 고려’란 단지 ‘객관적인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

은 아닌 듯하다.

앞에서의 차등원칙에 의한 불평등은 합리적 불평등으로 곧 공평을 의미한다. 

공평은 최소 수혜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야 하므로 합리적 불평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와 자유를 축적한 국가는 사회적 최소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사회적 연대성을 지지해야 한다.170) 한편 공평은 무조건 “격

차가 적은 사회를 지향하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최소한의 지속적인 상

향과 더불어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들(부, 자유, 연대의식, 윤리의식 등) 총량의 

166) Alain Supiot(박제성 역, 2012), 앞의 책.
167) 헌법재 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결정.
168) 헌법재 소 2002. 12. 28. 선고 2002헌마52결정.
169) 헌법재 소 2002. 12. 28. 선고 2002헌마52결정.
170) 김 호(2007), ｢진보와 보수를 넘어｣, 백산서당, 10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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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상향을 추구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긍정적 

가치들의 창출에 더 많이 기여하는 개인들에게 더 많이 보상”할 수 있도록 국

가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71)

실제에 있어서 최소 수혜자 집단을 특정하고 사회적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

은 용이한 일이 아니며 현실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치 척도를 반 하는 어느 

정도의 임의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제에 있어서 최소 수혜자 집단은 미숙련 근로자와 같은 특정 사회

적 지위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소득자 모두를 포함하도록 정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최소 수혜자와 평균적인 시민 

간의 사회적 격차에 주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생활상의 필요 외에 여러 가

지 경쟁적인 기준들 예를 들면 기술, 숙련, 노력, 책임 그리고 작업의 위험성 

등의 우선순위를 가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사이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는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와 상대적 권력 및 향력에 좌우

된다. 

최저임금의 공정성은 다른 사회경제정책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배분의 효율성, 완전고용, 국가수입의 증대, 그 국가수입의 보

다 평등한 배분 등의 사회적 목표들 간에 우선순위가 바람직하게 가려지고 이

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가 존재할 경우이다. 이때 ‘기본적 필요’를 복지가 담당

하는 대신에 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기술과 노력이 강조될 수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는 사회적 정의 실천의 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최저임금제는 무조건적인 임금격차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기

회균등이 보장되는 가운데 노동의 공정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것은 다른 정책수단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정한 최소 보

장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171) 김 호(2007), 앞의 책, 17-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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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연대

어떤 사회에서도 정당한 배분의 기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

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의의 원칙에 대한 탐색은 사회가 구성원 상호간

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

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다. 정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란 자원이 희소한 공동

체라는 객관적 조건에서 제한적 이타심이라는 주관적 조건이 불일치하는 상황

이다. 사람들의 관심이나 필요의 대상이 서로 중복되면서도 각자는 저마다의 

독자적인 인생계획을 갖고 있고, 무엇이 옳은 삶의 방식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이나 이해 또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172)

롤스 정의론의 단초는 정치공동체의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리가 평

등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한 자유로운 합의로 도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

발한다.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있어서 자연 상태에 해당하는 원초적 입장

(original position)을 합의가 이루어질 가상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그 조건으로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과 상호 무관심성을 도입한 이유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동의를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

은 누구도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특권

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입장에 있고, 아무도 

자신의 특수상황에 유리한 원칙들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들

은 공정한 합의나 토론의 결과로 드러난다.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는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차등원칙이 통용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 연대감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

의 삶의 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수준 이하의 삶을 살게 된다면 개인적인 

능력과 성과를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주장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직간접적인 복잡한 연대관계의 그물망인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물질적ㆍ정신

172) John Rawls(황경식 옮김, 2013), 앞의 책, 182-1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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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타인들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앞선 세대들과도 유기적

인 유대관계로 묶여 있다. 앞선 세대로부터 누적적으로 물려받은 유무형의 자

산은 우리 문명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고, 이것은 미래세대에 넘겨줘야할 자산

이라는 점에서 또한 미래세대와도 묶여있다. 이것은 시공간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러한 부채 관념은 의무 관념과 연결된다.173)

지속적인 사회적 협동에 적용되는 사회정의의 원리는 서로 협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 협력의 혜택과 부담을 적정하게 나누는 원리여야 한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협동의 올바른 조건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려

면 사회적 정의는 상호 협동하는 구성원들이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 권리와 의무, 협동의 혜택과 부담을 각자에게 적절하게 나누는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중요해진

다. 사회구성원은 특정한 배분기준이 정의로운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이다. 

공정성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고 사회적 합의는 결국 정치 역의 몫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정의가 중요하게 된다. 이 정의는 시민들 스스로 삶에 

향을 끼치는 모든 중요한 사회적ㆍ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참여의 동등성’ 원칙의 실현에서 비롯된

다. 사회정의의 실현은 언제나 시민들 사이의 튼튼한 정치적ㆍ도덕적 연대, 곧 

‘시민적 연대’의 강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174)

앞서의 정의의 상황에 빗대어 얘기한다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적절

하게 분담되어 있고, 그 역할의 수행이 각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자가 분담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욕

구충족을 가져다주는 상태 또는 그런 상태로 인도하는 과정이 사회적 연대요, 

사회통합이라고 하겠다.

173) 황경식 외(2011), 앞의 책, 42-45면 참조.
174) 장은주(2012), 앞의 책, 37-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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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사회적ㆍ정치적 부자유가 경제적 부자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자유도 사회적ㆍ정치적 부자유의 원인이 된다. 헌법상 근로권 보장의 의의는 

개인이 노동을 통해 경제적 자유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사회적 존재인 인

간의 노동을 수단으로 하는 자유란, 노동은 임금이고 임금은 소비이며 소비는 

생활이라는 자본주의사회 현실의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상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한계생산력)과 수요ㆍ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노동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지만 노동력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특별

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시장 역에서 경제적 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실질적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 가

해지는 것이다. 부당한 저임금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

입하는 최저임금제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모든 근로자에게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175) 여기에서 동일가치노동이란 

동일노동 또는 유사한 노동만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가치(comparable worth)를 

가지는 상이한 노동까지 포함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임금에서의 

평등대우 원칙을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실효성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 

이 원칙은 주로 동일 사업장에서 남녀를 성별에 의해 직무를 구분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남녀 간 임금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되어 왔다. 동일가치노동 동

일임금 원칙은 다른 직무에서도 기능이나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평가하여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면 동일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정규직ㆍ비정규직의 고용형태나 산업 간, 기업 규모의 차이 

175) 국제연합 ｢경제 ㆍ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7조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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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격차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일까?

모든 노동에 대해서, 시간의 종속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분 동일한 상황에 

있고, 그 자체로 줄일 수 없는 어떤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 즉 모든 일에 공통

된 기본적 가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동을 

나중에 그만큼 또는 보태서 되갚는 것이 사회적 분업의 원초적 모습에 가깝다

는 점에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에 더하여지는 가치의 차이에 대한 보상의 공정

성 문제만 남게 되고 그것은 말 그대로 응분의 원칙에 의한 보상이 된다. 이 

경우에 설정되는 기본적 가치 수준을 금전적으로 환산한 것이 최저임금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와 배려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호혜적 권

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한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의 기술이

나 지식, 숙련도 등 생산역량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생산 활

동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생산역량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온전히 자신의 몫, 즉 응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적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보이는 것조차 과거로부터 누적되고 현재의 사회로부터 제공된 생산

역량에 의한 것이다.

더 나아가 개인들이 얻는 모든 경제적 이득도 사회에 축적된 지식에서 비롯

된 것이며 결코 그들이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이 아니다. 개인의 힘으로 이룩했

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의 공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지식 축

적물이 기여한 부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사회가 제공하는 것을 유리하게 

사용하는 것과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똑 같지 않다. 자본의 경우도 가치의 원

천이나 창조자라기보다는 생산의 물질적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기술적 숙련이라

는 사회의 비물질적 도구의 소유권까지 가져버린 것이고, 생산 증가를 가능하

게 하는 기술적 체계는 사회적 역량에 의한 것이다.176)

176) Gar Alperovitz 외(원용찬 옮김, 2011), ｢독식비 ｣, 민음사, 127면, 140-1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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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개인별 또는 기업별 능력의 격차가 성과에 미치는 향은 일정

한 범위 내에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공유자산에의 접근 가능

성에 좌우된다. 또한 사회적 공유자산을 이용한 성과물을 독점하거나 성과에의 

기여 없이 지대추구행위를 통한 부동산소득 등 불로소득을 얻는 것도 정당성

이 없게 되고 공정한 분배의 문제가 남게 된다. 자연과 인류가 역사적으로 남

겨준 사회적 공유자산에 대해 사회구성원 누구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어지고 기본소득의 보장은 배분적 정의의 한 내용으로 

나타난다.177) 

사회ㆍ경제 구조적으로 저임금 부문이 특화되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상태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기회의 균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더 나은 상태

로의 이행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저임금 또는 빈곤의 함정에서 스스로 벗

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람마다 차등하게 부여된 천부적 자원을 제거

하기보다는 오히려 차등이 낳은 경제적 결과를 완화시키자는 롤스의 차등원칙

이 유용성을 갖게 된다. 자유주의자나 평등주의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지만 

롤스의 정의론은 시장경제가 인간사회의 물적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

적 수단임을 인정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현실적 과제에 대한 실천적 제안

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최저임금제는 모든 노동에서의 동일한 가치 

탐색과는 별도로 결과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사회적 정의의 실천 

수단이 된다.

과거로부터 누적된 기술의 진보는 생산력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

왔다. 이것은 한편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감소와 근로시간의 단축을 가져오

고 노동과 소득의 관계에 향을 미친다. 과거 산업사회의 생산성 향상은 소득

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풍요와 여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미래를 

낙관하게 하 지만, 오늘날 고도로 발달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역설적이

게도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적정한 소득을 얻을 기회를 갖는 것을 어

177) 기본소득 개념이 꼭 이 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체제와 련한 기

본소득 개념에 한 연구로는 노호창(2014), “기본소득에 한 개 과 입법 사례의 

검토”, ｢노동법연구｣ 제36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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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게 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는 노예노동의 종말을 가져왔지만 지식정보화 사회는 대량 임금

노동을 위협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는 한계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동비용을 

줄이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찾는 데 주력한다. 새로운 지식기반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이제 노동

의 미래는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78)

근로시간의 나눔을 통해 일자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임금의 시

간제 일자리의 양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

리이어야 한다. 임금노동은 소득이라는 점 외에 사회적 지위가 주는 의미가 있

어서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늘려 왔다. 이제 사회적 노동의 중요성에 눈

을 돌려야 한다. 사람의 시간이 전문성에 따라 순차적인 척도에 의해 보상되는 

시장경제179)와는 달리 각 개인의 노동이 사회 공동체의 자산을 늘리는 데 기

여하고 그 공헌도가 동등하게 평가되는 그런 ‘일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러

한 방향이 유ㆍ무급 노동을 망라해서 참된 근로권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때 최저임금은 사회적 경제 속에서의 실질적인 노동에 대한대가, 노동의 사

회적 가치의 최소한을 표상하게 된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생산능력의 과잉과 노동소득의 정체에 따른 유효수요

의 부족은 임금주도 성장전략에 눈을 돌리게 한다. 하지만 노동의 주체를 소비 

주체화함으로써 대량소비를 유지 내지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노동은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통해 자유로운 발전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욕망을 채우

기 위한 것이 아니다.180)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178) 제러미 리 킨은 과학과 기술의 발 이 노동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에 응

하여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노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안을 탐색한다. 
Jeremy Rifkin(이 호 옮김, 2012), ｢노동의 종말｣, 민음사 참조.

179) Jeremy Rifkin(이 호 옮김, 2012), 앞의 책, 401면.
180) 스키델스키는 경제성장을 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한 성장인지와 함께 

무엇의 성장인지를 묻는다. 그는 필요는 충족될 수 있는 것이지만 욕망은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필요를 넘어서는 욕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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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하거나 소외시키는 삶의 물질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이다. 사회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제가 경제정책에 우선해야하는 이유이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는 부채와 의무 

관념과 함께 현실에 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데 달려 있다. 자신이 

임금근로자이자 때로는 소비자, 부분적으로는 사용자, 투자자로서 다양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임금이나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 전체가 연관

된 자신을 포함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금융화의 

문제점을 우려하면서도 자신의 증권계좌는 살찌기를 원한다.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예

에서 보듯이181)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우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

업의 이익을 독려한다. 사회적 연대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에서

부터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 그 욕망에 사로잡  있는 한 자유는 요원하다고 말한다. Robert Skidelsky 외(김
병화 옮김, 2013),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참조.

181) 2014년 4월말 재로 국민연 은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6.5%에 상당하는 84조

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체투자의 경우도 주택이나 산업용 는 

일반 토지를 빼고 상업용 부동산만을 기 으로 할 때 상당한 비 일 것으로 추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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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최저임금 결정체계

제1절 최저임금 결정기준

Ⅰ. 결정기준의 목적 지향성

최저임금제 운 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 문제이다. 최저임금제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에 있어

서 세계 각국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우선순위와 적용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취약한 경제구조의 개발도상국이나 경

제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주로 강

조되는 것은 생활보장이나 상대적 수준보다는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고용에의 향, 경제의 지속 성장 필요성 등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국

가의 사회경제정책에 따라 그 대응은 달라진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

저임금제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 자체에서 최저임금 결

정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이 도출될 수 있으며, 그 기준들은 각자 또는 

상호 연계하여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용되는 속성을 띠게 된다. 따

라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법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법으로 정하여 예시

된 기준에 국한되지 않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주요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결정과정에서의 우선적 고려요소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최저임금 결

정의 타당성과 향후 최저임금의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정

책, 소득보전정책 등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관련되거나 이를 보완하는 다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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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수단의 개발 또는 운용 확대 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ILO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국가의 관행 및 

사정에 따라 실행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한, (a)당해 국가에서의 일반

적 임금수준, 생계비, 사회보장급여, 다른 사회집단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을 고

려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상 필요와 (b)경제개발의 필요성, 생산성 수준 

및 높은 수준의 고용을 달성하고 유지함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182) 구체적으로 얼마 또는 어느 수준(예

를 들어 중위임금, 전체임금평균183) 또는 1인당 GDP 등과 비교한 상대수준비

율 등)을 정하거나 고려할 요소들의 산출방식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권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요소

들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선언)은 “모든 인간이 자

유와 존엄과 경제적 안정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로써 자신의 물질적 진보

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의 기초임을 천

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모든 국내 및 국제 정책의 핵심적

인 목적이 되어야 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고 채택되어져야 한다(필라델피아선언 Ⅱ).

따라서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노동자들이 최대한의 능력과 지혜를 

제공하고 공동선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만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에 고

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본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

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통하여 직업훈련

의 제 가능성을 실현하고, 모두가 임금과 소득,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과 

182) ILO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 임 결정에 한 약(1970년), 제131호｣ 제3
조 참조.

183) 임 은 모든 임 근로자 에서 최상  는 최하 로부터 50%번째로 높거나 

는 낮게 받는 근로자의 임 액(즉 상  50%와 하  50%를 가르는 임 )을 말하

며, 체임 평균은 모든 임 근로자의 임 액을 평균한 액을 의미한다. 근로기

법상의 평균임 과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체임 평균이라

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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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진보의 과실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및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합당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보장

하고, 사회보장조치들을 확대하는 것 등은 실천적 과제가 된다(동 선언 Ⅲ).

경제의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성장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실현은 이러한 목적

의 달성을 담보한다(동 선언 Ⅳ). ILO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과 생산조직

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와 사회경제정책의 입안과 적용을 위한 노

사협력을 통하여(동 선언 Ⅲ, e) 노사대표와 정부 대표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

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여 지속적

이고도 협조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체의 번 을 위태롭게 하는 일부의 

빈곤, 즉 결핍에 대응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동 선언 I). 아울러 구체적

인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

지만 그 원칙들은 일부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문명 

세계 전체 공동의 관심사임을 밝히고 있다(동 선언 Ⅴ). 

이에 비추어 보면, ILO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

이라는 ‘인간의 양가적 존엄성 원칙’184)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요소를 고려

하고 경제적 요소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라는 것이다. 

결핍이란 말은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과 시장에서의 수요를 동시에 가리

키는 말로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번 을 불가분으

로 연결하는 것이다.185)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그 설정과 적용에 있어

서 강한 목적 지향성과 지속 향상 가능성, 궁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유연성을 

내포한다. 

우리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생활안정은 일을 하는데도 생계유지를 못한다는 것은 결코 사회적으로 용납

184) Alain Supiot(박제성 역, 2012), 앞의 책, 123면.
185) Alain Supiot(박제성 역, 2012), 앞의 책, 9-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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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는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생계비가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의 결정기준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생활상의 수요는 사회경제

적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생계비가 포괄하는 범위는 절대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대적인 것으로 확대된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란 단순히 임금비용 증가를 커버하는 노동생산성의 증

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보장이 근로자의 발전 가능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노동생산성에 

비추어 노동력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가 최저임금으로 표현된

다. 아울러 이것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의 개별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뿐만 아

니라 전 사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 분담으로 뒷받침된다.

우리의 수많은 법률에서 목적으로 제시되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은 다

소 진부하고 성장지향적인 느낌이 들지만, 헌법 제119조가 경제상의 자유와 창

의를 존중하되 적절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적어도 우리 사회의 근

로자라면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노동력에 대해 우

리 사회가 용납하는 최저수준의 가치’ 설정임에 다름 아니며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의 설정 및 유지, 상대적 수준의 개선을 위

하여 최저임금법은 그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예시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것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

는 최저임금제의 기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결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예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에의 향, 

산업부문별 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보호란 어느 한계의 울타리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열

려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결정은 결정기준의 예시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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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목적 지향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향상 가능성이 담보되도록 제반 사회

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열린 방향으로 숙고하여야 할 노동의 사회적 가치

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Ⅱ. 생계비

1. 생활보장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생활상의 수

요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생활상의 수요는 생계유지를 기준으로 결정되

는 절대적 최저한도인 최저생계비에서부터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판단되

는 상대적 수준까지 그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은 일정 부분 가치판

단과 정치적 결정을 포함한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상

승이나 다양한 욕구의 증가는 생계비를 포함한 생활상의 수요를 정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최저임금이 해당 근로자 또는 그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포괄하여 생활을 보

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전체 가족의 생활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계획하는 국가들이 있지만,186) 다양한 크기의 가계에 대응하는 다

양한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한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최저임금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어떤 표준을 정하여 설정될 수밖에 없으

며, 사회보장제도와 적절히 결합하여 운용됨으로써 빈곤에 대처할 수 있게 된

다.

186) 를 들어 네덜란드의 최 임 제도는 사회 으로 용인된 노동보수를 보장하기 

한 것으로 구체 으로는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의 임 이 그 가족의 최 생

활 수 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콜롬비아는 최 임 을 ‘모든 근

로자들이 자신과 그 가족이 물질 , 정신 , 문화  분야에서 일반 으로 필요로 하

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용을 받을 권리’라고 정의한다. 최 임 원회(2012), 
｢주요국가의 최 임 제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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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개발도상국에서는 절대적 저임금(또는 빈곤선)

의 지표로 생계비를 사용하고,187) 선진국에서는 상대적 저임금(또는 빈곤선)의 

지표를 활용하지만 제도의 성립 배경이나 운용과정,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

라 최저임금의 생활보장적 의의와 범위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요소가 당초

부터 일관되게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최저임금에 관한 저임금위원회의 

제1회 보고서에서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이해 및 이행확보를 위해 단순

ㆍ간단ㆍ명료해야 하고, 사회적 배제를 없애면서 노동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차이를 두는 것과 동시에 경쟁력이 있는 경제를 지지하고, 고용에의 악 향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188)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고용창출이 억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

어야 하고,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필요를 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논의는 저임금위원회의 주요한 쟁점이 되지 

않는다.189) 그 이유는 가구의 실제 가처분소득이 가족상황이나 세제,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임금위원회는 각종 조

사에 의해 임금이 가구의 순소득에 주는 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과가 

명확하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임금수준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190) 이

런 점에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등을 위해 생계비(living costs) 조사

를 실시하고 매년 가족지출보고서를 발간하지만, 생계비 개념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다.191)

187)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은 (최  는 정)생계비를 최 임  결정기 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 최 임  수 은 생계비에 못 미친다. 최 임 원회(2012), 앞의 책 

참조.
188) Low Pay Commission(1998), The National Minimum Wage-First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Cm 3976), p.19 참조.
189) William Brown(2006), “The Low Pay Commission” in Linda Dickens and Alan 

Neal(ed), The Changing Industrial Face of British Employment Relations, Kluwer Law, 
London, p.69 참조.

190) 神吉知郁子(2011), ｢ 低賃金と 低生活保障の法規制-日英仏の比 法的研究-｣, 信山

社, 1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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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호주는 최초의 전국 최저임금 결정인 1907년 하베스터(Harvester) 사

건에서, ‘공정하고 타당한 임금(a fair and reasonable wage)’의 판단기준을 ‘문

명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고려되는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필

요(normal needs of average employee, regarded as a human being living in a 

civilized community)’, 즉 ‘문명인으로서의 생계비’라고 제시했다. 또 임금은 현

대인의 기준에 비추어 ‘소박하면서 쾌적한 생활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충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본임금(basic wage)의 기

준으로서 평균적 근로자의 생계비를 측정하려고 하 다.192) 이러한 생계비는 

정확한 실태를 반 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충 어림잡은 수준의 경험법칙(rule of 

thumb)에 가까웠다. 이후 생계비는 1953년까지 분기별 소매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반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필요성의 원칙(the basis 

of needs)에 입각한 기본임금은 호주 근로자들의 임금구조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decent) 임금수준의 제도화는 임금근로자 

복지국가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노동 및 임금정책 측면에서 사회보장적 요

소가 강하게 정착되어, 가족임금 내지 생활임금개념에 기초한 최저임금 은 일

단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

로 충분히 높게 책정되고 시장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최저

임금 수준과의 비교 혹은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최저생활보

장, 즉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본 생활수준에 대한 개념적 합의는 없다

191) 최 임 원회(2012), 앞의 책, 177면 참조.
192) 이때 평균 인 노동자를 처와 자녀 3명이 있는 미숙련근로자로 보고, 이와 같은 

평균 인 근로자 가족의 1주간(5일 근무) 생계비를 1 운드 12실링으로 보았다. 이

에 따라 남성 가장과 아내, 자녀 3명이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하기 해 미숙련근로

자에 해서는 하루 7실링을 지 하고, 숙련근로자에 해서는 잉여 (Margin)으로 

기술수당 3실링을 추가로 지 하라고 정하 다. 이것은 기존의 주 최 임  비 

27%가 많은 것이었다. 하베스터 사건 재정의 최 임  결정에 해서는 최 임

원회(2012), 앞의 책, 404-406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 1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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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193)

프랑스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종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Garanti : SMIG)제를 도입하면서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여 적

용한 이후로 현행 전직종성장최저임금(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 SMIC)제에서도 최저임금이 생활비의 변동에 따라서 변경되는 메

커니즘을 유지하고 있다. 즉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최저임금을 자동적으로 연동

시킴으로써 구매력을 보장한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사회보장급부에 우월한 것이 된다. 노동에 의한 

최저소득은 필연적으로 단순한 ‘최저생존비용(minimum vital)’ 이상의 것, 즉 

‘최저생활비용(minimum de niveau de vie)’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저생

존비용은 ‘생존권(droit à la vie)의 논리적 귀결’이고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법적 권리로 승인하

는 것은 노동에 의한 최저 소득인 최저임금액의 결정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은 생존을 넘어 노동 보수의 전체적인 변동을 고려한 ‘공정한 임금

(juste salaire)’이어야 하고, 최저생존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보다도 노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을 기본으로 해서 성립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풀타임 노동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임금은 충분한 자립을 보장하고 일반적인 생활수준의 발전

에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 된다. 구체적으로

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급부는 고용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풀타임 SMIC를 밑돌도록 설정되고 있다.194)

일본 최초의 최저임금제는 1947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상의 최저임금조항에 

의한 것인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노동기

준법에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사람의 가치가 있는 생활을 위하기 위한 필요

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원칙이 최저임금제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1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앞의 책, 11면, 106면, 284면 참조.
194) 이상은 神吉知郁子(2011), 앞의 책, 2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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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되었고, 이 ‘사람의 가치가 있는 생활’이란 일반적으로 헌법의 ‘건

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195) 따

라서 최저임금은 생존권 보장,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

하는 제도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은 채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 다.

1959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통

상 사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사업ㆍ직업의 종류 또는 지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초 최저임금은 업자간 협정방식으로 결정되었고, 업자

간 협정방식의 확대는 업종ㆍ지역 간 최저임금의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심의회에 의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전국적으

로 확대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실정에 맞춰 지역별 최저임금을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설정되고 전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는 확대되었다. 

1978년에 도입된 목표제도는 전국적인 정합성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중앙최

저임금심의회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제시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목표액의 결정에 있어서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의 노

사위원의 관심은 주로 최저임금의 인상폭에만 있었다.

2007년의 개정에서는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시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함에 있어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위할 수 있

도록 생활보호에 관한 대책의 정합성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 다. 

‘노동자의 생계비’라는 고려요소에 헌법상 생존권의 취지를 확실하게 반 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이 시작된 이래 최저임금 절대 수준의 개념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생활보호제도가 가구의 생활상

황을 기준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다면, 최저임금제도는 개별 노동계

195) 헌법 25조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이유로는 “사회생활 일반의 최 한도보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의 최 기 은 본래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제로 “향후 노동조건을 

인상하기 해 표 이 다른 편이 좋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神吉知

郁子(2011), 앞의 책,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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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요소 중 하나인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양자는 그 목적과 역

할에 있어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 왔던 것인데 이 개정에 

의해 두 제도가 비로소 법적으로 관련지어진 것이다. 이것은 최저임금과 사회

보장제도상 생활보호비의 역전현상과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노동자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으로서의 최저임금제의 역할에 다

시 주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6)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과 최저생활

보장 수준의 역전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문제가 숙

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어느 수준의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의 기초로 삼을 것인가는 국

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만큼의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최저임금에서의 생계비는 사회보장급여에서의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개념이라

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격

차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공하려는 근로연계복지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만일 적정한 표준생계비 산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또 실질수준의 유지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다면197) 

생계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의 적절한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계비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반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생계비 지표 적용의 실제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생계비를 매년 조사

196) 일본 최 임 제의 연 에 해서는 최 임 원회(2012), 앞의 책, 223-224면 참조.
197) 컨  정한 표 생계비가 설정되면 이후 비계측연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 하거나, 일반가구의 생활수  향상에 맞춰 표 생계비를 연동시키는 수 균형

방식, 상  빈곤선을 기 으로 표 생계비를 정하는 방식 등이 이론 으로 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 히 생계비 항목의 설정  추후 조정과 수  문제

에 한 사회  합의의 문제는 여 히 남게 된다.



- 104 -

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23조).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시

행 시부터 18세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

다. 이것은 최저임금 결정의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근로계

층의 실태생계비에 기초한 절대적 최저임금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제시된 실태생계비를 상회하는 때는 없었고,198) 실태생계비

의 일정 수준이 최저임금 절대액의 기준이 되거나 그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

률과 어떤 직접적 연관성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2004년 심의부터 15∼29세의 미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활용하 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론생계비는 더 이상 계측되지 않았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실태생계비에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

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이론생계비를 제시하 다. 이에 대하여 경 계는 

2007년 심의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실태생계비 중 하위 1분위의 실

태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이론생계비를 제시하 다.

2008년 심의부터는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15세 이상 전 연령 미혼 단신근로

자의 실태생계비가 활용되었다. 노동계는 그 중 34세 이하의 생계비를 기준으

로, 경 계는 하위 25%의 생계비에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예측치를 더하여 

최저임금 적용년도를 기준으로 한 이론생계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계비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

니다. 예를 들면, 노ㆍ사ㆍ공익과 전문가의 협의에 의해 합의된 실태생계비 측

정방식을 도출하고 매년 25세 이하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단일 측정 방

식에 의해 산출한다. 이것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심의를 위

한 생계비 기준의 단일안으로 제시한다.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는 합의된 단일

198) 생계비 계측연도와 이를 기 로 한 최 임  용년도와의 시차를 감안하면 그 차

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계에서 18세 단신근로자의 

이론생계비를 산출하 지만 계측방식의 객 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서로 격차가 

무 커서 추정 후 의를 통해 단일한 이론생계비를 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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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모형에 의해 이론생계비(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여 중장기적으

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의 목표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18세에

서 25세 이하로 기준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는 것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되기도 하 다.199)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실제 운 에 있어서는, 적절한 표준 선정과 실태와 

이론생계비의 적정성을 통해서도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과 상대적 수준을 유

지 또는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의 공유와 합의는 없었다. 생계비 계측에 대한 

전문성과 적실성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신근로자 표본 수 제약으로 인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보완과 정부 중복 통계에 따른 예산 절감 목적으로 실태생

계비 계측방식이 변화하 을 뿐이고, 노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많고 

적음을 강변하기 위해 거기서 다시 표본을 나누어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 생계비 조사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존재할 뿐이고 노동계는 이미 200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반 근로자의 중위 또는 전체임금평균금과의 상대적인 

일정 수준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내세우기 시작하 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적정한 생계비 계측방식을 논의하고 적절한 표준을 선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너무나 수고스러

운 일이 되어버렸다. 최저임금 결정을 설득력이 있게 하는 생계비의 표준 설정

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최소한의 공정성(필요성의 원

칙)에 대한 시비를 여전히 불러일으키고 있다.

Ⅲ. 노동생산성

1. 성과의 공유

최저임금제는 우선 생산성에 못 미치는 부당한 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또

199) 김종한(2001), “최 임  결정방식의 주요 쟁 과 합리  안모색”, ｢분기별 노동

동향분석｣ 제14권1호, 한국노동연구원, 60-63면, 67-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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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고, 근로자 개인과 해당 

기업 또는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개별 차원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이끌어냄으로써 지속적인 최저임금의 수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금이 생산성 향상에 맞추어 증가할 경우에는 임금과 생산

성은 모두 지속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 온다.200)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자본에 대한 투자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하면 노동생

산성 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물가에 연동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생

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성장의 성과를 반 하지 못하게 되므로201) 필요성의 원

칙에 입각한 생계비와 함께 노동생산성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된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성장의 성과를 노동과 자본이 나누는 것은 물론 노동 

내에서도 임금계층 간에 각자의 생산성에 의한 각자의 몫이 아니라 성과의 공

유를 의미한다. 

경제성장의 시기에 생산성은 최저임금의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작용한다. 호

주에서 생산성은 초기에 잉여급의 결정과 관련한 산업 수준의 교섭에서의 

문제 으나202) 이후 1950-60년대의 경제호황으로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

200) 박종규(2013), 앞의 책, 33면 참조.
201) 뒤에서 설명하듯이 랑스는 후의 경제성과를 체 근로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최 임 을 폭 인상한 바 있다. 
202) 호주의 임  결정은 ｢ 국임 이스(National Wage Cases)｣, ｢산업 이스(Industry 

Cases)｣, ｢ 과보상교섭(overaward negotiations)｣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는 연방 재법원(제도의 변화에 따라 는 원회)의 국임 사례 결정을 통해 보

호 상 근로자들의 기본임 (basic wage)을 조정하는 국가 수 (National Level)의 

임 결정방법이다. 두 번째는 산업 수 에서의 임 교섭으로 잉여 (Margin) 결정시 

산업별 수 에서의 노사 간 상을 통해 임 을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는 각 기업

이나 사업장에서의 노사 간 직 상을 통해 더 높은 수 의 임 결정을 하는 것이

다. 이러한 세 가지 가능한 임 교섭 수 들 에서 호주는 통 으로 국가 수

의 임 교섭구조, 즉 앙집  임 교섭구조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해서는 우

석훈(1995), “호주의 임 교섭 구조  제도”, ｢주요국의 임 제도｣, 한국노동연구

원, 82면; 최 임 원회(2011), 앞의 책, 442-443면 참조.
하베스터 사건 결에서 미숙련근로자와 숙련근로자를 구분하던 잉여 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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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은 중요

한 결정기준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대기업 차원의 생산성에 근거한 임

금인상률은 최저임금인상률을 상회하여 임금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었

다.203)

197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된 경제 불황은 실질임금의 억제를 위한 임금 

결정을 가져왔고,204)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

고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이후 임금 결정의 분권화205)에 따라 

그 개념이 기본임 과 구별되는 그 이상의 상승분 개념으로 정착되고 임  결정구

조는 이원화되었다. 임  결정이 이원화되면 산업 수 이나 기업 수 에서의 노사 

간 임 상이 재법원의 임 결정을 보완하게 된다. 재법원은 최 임 이나 기

본임 을 결정하고 그 이상의 상승분에 해서는 노사 상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다. 일반 으로 잉여 의 결정에는 작업가치개념(work value concept)과 비교임 개

념(comparative wage concept)이라는 두 가지 임 개념이 용되어 왔다. 자는 작

업과 기술의 특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성 등에 따라 각 직업에 해 개별 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후자는 “서로 다른 고용주들이나 산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라도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들이나 산업들의 지불능력에 상

없이 동일임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  이 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잉여  결정에 고르게 고려되었으나 제2차 세계  이후 1960년  반까

지는 비교임 개념이 압도 인 고려요소가 되었다. 이에 해서는 우석훈(1995), 앞

의 논문, 75-76면 참조.
203) 이에 응하여 연방조정 재 원회는 1967년 총액임 제(Total Wage System)를 시

행하여 이원화되었던 기본 과 잉여  결정을 원회가 총 함으로써 작업장 차원

의 잉여  인상을 억제하 다. 이것은 앙집  임 결정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

로 이 시기 호주 최 임 제가 갖는 강한 사회통합  성격을 보여 다. 총액임 제

는 1974년까지 유지되었다.
204) 1975∼81년, 1983∼86년의 임 지표제도(wage indexation)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실

업률 증가와 물가상승에 응하여 최 임 이나 기본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

승분에 해서도 원회에서 일  결정함으로써 실질임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

었다. 이에 해서는 R. D. Lansbury & Niland, J.(1993), Industrial Relations and 
Human Resource Policy and Practices, 한 ,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13면 참조.

205) 1987년의 2단계 임 제도는 1단계로 재 원회의 임 결정을 일 으로 노동자

들에게 용하고, 2단계는 기업의 생산성과 실 에 근거하여 노사 간의 직  상

에 의해 추가 임 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앙집 화된 임 결정을 핵심으로 

하는 호주의 강제 재제도에 근본 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우석훈(1995), 
앞의 논문, 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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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교섭이 법제화되고206)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임금결정의 중요

한 요소가 되었으며 기업별ㆍ개인별 임금불평등은 확대되었다. 과거 호주

의 임금 결정원칙이 비교임금개념에 입각하여 산업과 직종을 망라한 것이

었다면 이제는 기업별ㆍ개인별 성과가 중요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시

기에 여전히 최저임금 결정의 제1의 원칙인 공정성에 의해 최저임금의 높

은 상대적 수준은 지지될 수 있었다.

이후 자유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추진에 따라 노조배제

적인 단체교섭 분권화가 확대되고 중재방식의 최저임금 결정기구는 해체

되었다.207) 최저임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공정성이 아니라 실업자에 대

한 고용기회의 제공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의 균형이었다. 생산성에 

근거한 개별협약을 통해 일부 관리직과 고숙련 기술자 계층에서는 고임금

과 좋은 고용조건이 보장될 수 있지만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최저 조건에

서 안전망 임금으로 노동을 할 가능성과 임금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은 커

졌다.

2009년 공정근로법 제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큰 흐름을 유지하면서

도 공정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추구하 다. 개별협약제도는 폐지되고, 공정

근로위원회(Fair Work Australia : FWA)는 독립기구로서 공공의 이해를 증

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8)

206)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공정성(equity)과 효율성(efficiency) 향상을 한 노동기 의 

유지  진이라는 통 인 정책에서 벗어나 사업장 개 을 통해 산업별ㆍ직종별 

약을 간소화하고, 별도로 개별 기업과 노동조합 사이에 맺어지는 기업별 교섭을 

활성화하려는 것이었다.
207) 1996년 작업장노사 계법 제정과 2004년 개정법(일명 Worchoices)을 통해 개인과 

회사 간의 개별 약제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최 임  결정기구로 국의 임

원회를 모델로 하는 공정임 원회를 구성하 다. 기업별 약과 개별 약에 해

서는 신 식(2003), “호주 노사 계의 분권화와 노정갈등”, ｢국제노동 리 ｣2003년 

9월-10월호(Vol.1, No.5), 한국노동연구원; 신 식(2006), “호주의 개별 약과 임   

고용조건의 변화”, ｢국제노동 리 ｣ 2006년 5월호(Vol.4, No.5), 한국노동연구원 참

조.
208) 호주 작업장노사 계법 이후의 변화에 해서는 김성훈(2009), “세계 경제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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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예를 보면 임금 결정이 분권화되어 개별 생산성에 의해 이루어

질 경우 임금격차가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최저

임금의 결정에 필요성,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근로법 

하에서도 최저임금 결정에 노동생산성과 인플레이션, 노동비용 및 수익, 

노동시장 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만 공정성 원칙이 뒷받침하는 

사회통합적 결정방식과 그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209)

노동생산성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불능력, 고용에의 부정적 효과와 인플

레 유발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

의 증가를 생산성 향상이나 다른 비용의 절감 또는 상품가격의 인상 등으로 

흡수하지 못할 경우 지불능력이 문제가 된다. 이에 고용감축이나 근로시간 단

축을 통한 노동 강도의 강화로 대응하기도 한다. 노동비용 증가분을 상품가격

에 전가할 경우 연쇄반응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일본은 ‘통상의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전망 관련 지표, 국내총생산, 광공업생산지수, 도산건수, 

완전실업률 등을 이용하는데 통계자료는 주로 해당 기관에서 작성ㆍ공표한 결

과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최저임금 결정에

서는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와 춘계 임금인상률이 주요한 요인이 되고, 표준

생계비나 사업의 지불능력 등은 최저임금에 그다지 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210)

호주 노동당 정부의 개 정책 : 캥거루는 뒤로 뛰지 않는다”, ｢국제노동 리 ｣2009
년 1월호 (Vol.7, No.1), 한국노동연구원; 신 식(2009), “최근 호주 노사 계 정책의 

변화와 망”, ｢노동 ｣ 2009년 10월호, 한국노총 앙연구원 참조.
209) 그런데 2009년 공정임 원회는 최 임 을 동결한 바 있고, 2014년 6월에 공정

근로 원회는 최 임  3% 인상을 결정하 다. 재 세계 최고 수 의 최 임 에 

해 호주 노총은 단체교섭에 의한 평균임 인상률에 최 임 인상률이 못 미쳐 임

소득불평등이 확 되고 있다고 지 한다. ACTU Release: Minumum Wage Claim 
“$27 minimum wage increase needed now” 2014. 5. 28. http://www.actu.org.au/ 참조.

210) 한국노동연구원(2009), ｢업종별ㆍ지역별 최 임 제 실시와 최 임 제가 고용시장

에 미치는 향｣, 고용노동부,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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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전국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일관되게 고용에의 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성에의 향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데이터에 근거한 분

석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211) 그런데 최초의 전국 최저임금 결정

시에 국은행 통화정책위원회와 재무부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직접임금비용이 

전체 노동자 임금의 1%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212) 

이것은 최저임금의 결정으로 직접적인 향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적절한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 경제 차원에서의 부담능력을 의미한다.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에서의 임금지불능력이 아니라 사회ㆍ경제 전체적으로 

수용 및 분담 가능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성과 임금 수준은 개인마다, 기업별 그리고 산업별로도 차이가 크다. 이

211) Low Pay Commission(2009), The National Minimum Wage-Low Pay Commission 
Report 2009(Dm 7611), p.1 참조.

임 원회는 증거에 근거한 투명성이 있는 분석에 근거하여 권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임 원회 보고서에는 최 임  인상이 주는 향에 해

서 구체 이고 상세한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다. 를 들면 2009년의 보고서에서 구

체 인 인상액이 권고된 제로 검토된 항목은 (1)‘최 임 의 일반  향’으로 

2008년 10월의 증액 이후의 최 임 노동자의 특성, 임 에 주어진 향(시간 분

포, 2008년 증액이 향을  범 , 임 격차에 주는 향, 임 교섭  평균임 에

의 향, 가계  실수령 임 ), (2)‘최 임 이 경제에 주는 향’으로 노동시장에

의 향, 민간  공  기업의 고용, 노동시간, 자 업에 주는 향, 실업률, 구인과 

잉여인력 정리, 노동시장에 한 조사, 물가에의 향, 기업수익에의 향, 생산성에

의 향, 기업투자에의 향, 창업  폐업에의 향, (3)‘ 임 산업과 소규모기업’
으로, 임 산업 체와 각 산업(소매업, 객, , 여행, 스포츠업, 간호산업, 보

육산업, 세탁업, 경비업, 이발 미용업, 농업, 피복 직물업, 식품가공업)과 소규모기업

에의 향, (4)‘특정노동자’로 여성이나 인종  소수 , 장애자, 이민자, 비숙련 노동

자, 고령자, 견노동자, 가내노동자, 어업종사자, 시용기간 인 노동자, 자원 사노

동자, 숙박노동하는 노동자, 치료행 에 종사하는 노동자,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노

동자, 을 지불받고 있는 노동자에 한 상황, (5)‘연소자’로 18세부터 20세, 21세, 
16세부터 17세까지의 연소자의 상황, (6)‘견습노동자’의 상황이다. 이에 해서 상세

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각각에 해서 견해를 정리한 후에 구체 인 액의 설정에 

있어서는 경제상황이나 국제비교, 이해 계자의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다.
212) 김유선(2000), ｢최 임 제 개선방안｣,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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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차이에 불구하고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향상되면서도 임금격차를 해소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현실의 저임금부문의 낮은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저임금부문의 임금 수준 향상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노력이나 정

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의해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필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과의 공유와 비용의 분

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을 반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사회적 가

치기준의 최저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생산성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산정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경기변동 요인이 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증

가율이 반 된 것으로 여겨지는 평균적인 명목임금상승률이 최저임금 결정 지

표로 사용된다. 임금상승률은 비교적 수치가 분명하고 자료 수집도 용이하다. 

대체로 전체임금평균이 상승하면 그만큼 지불능력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어

서 전체임금평균상승률은 경제 전체 지불능력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다.

2. 노동생산성 지표 적용의 실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산출하는 물적 기준 노동생산성과 

매분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불변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사용하

고 있다. 노동생산성 지표는 인적자본의 향상, 자본집약도의 제고, 기술혁신 등 

3가지의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으나,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 지표는 기

계자동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부문 등이 혼재되는 등 순수한 노동측면 생산성 

산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213)

또한 최저임금이 기업 경 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만

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시급 1.5배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10개 업종, 300인 미만의 상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

213) 최 임 원회(2013), ｢최 임  심의를 한 주요 노동ㆍ경제지표 분석｣, 27면 참

조. 



- 112 -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설

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국 저임금위

원회의 ‘국가최저임금서베이(National Minimum Wage Survey)’나 일본의 ‘임금

개정상황조사표’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표’의 취지와 비슷하다. 그런데 

취지대로 그 조사결과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나,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과 향후 근로자의 직장(직업) 이동경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노동계는 2000년 이후 전체임금평균인상률은 노동생산성에 못 미치고 최저

임금인상률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용

자측은 2000년을 제외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한 적

이 없어 노동생산성만 고려한다면 오히려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최저

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주장하는 내용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214)

생산성 증가를 넘는 전체임금평균의 인상이 있어야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개선되고,215)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체임금평균인상률보다 높아야 저

임금이 해소되고, 임금격차는 축소되며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은 가능하게 된

다.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초점은 기존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상대적 수준

의 확보로 이미 넘어가 있다.

Ⅳ.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소득분배율

1. 최저임금의 상대적 공정성

생계비 기준이 지출 중심적이라면 유사 근로자의 임금은 소득 중심의 결정

214) 2010. 6.10. 국회 ｢최 임 의 국제  동향과 한국의 최 임 ｣ 토론회 자료집 참

조.
215) 재의 노동소득분배율 수 에 해서는 자 업자의 소득을 자본소득 는 노동소

득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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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출은 소득의 반 이라는 점에서 보면 두 기준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이 적정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일정 수준의 생활보장과 함께 소득 형평성을 유

지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의 임금수준에 대응하여 결정되거나,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상대적

으로 부당한 저임금을 경쟁요소로 하는 일부 기업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수 기

업의 임금률이 최저임금으로 정해지기도 한다. 이 경우에 최저임금은 기존의 

저임금 상태를 온존시키고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향상에 맞춰 최저

임금의 절대적 수준은 향상되고 상대적 수준이 유지 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가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사 근로자’를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없지 않지만,216) 이것은 최저임금이 사업의 종류별로 구

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응하여 해당 사업에서의 일반 근로자의 임

금을 고려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217) 따라서 현재 전국 일률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전체 일반 근로자의 임금 관련 지표가 최저임

금 결정의 기초가 된다.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극적인 목표치가 더해지지 않는 한 현상의 유지에 머무르기 때문

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향이나 간접적인 파급효과로 저임금 

상태가 개선되었는지 또는 단계적 개선 목표의 설정을 위해 저임금실태와 원

인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216) 한국노동연구원(2009), 앞의 보고서, 73면 참조.
217) 일본의 경우 처음에는 최 임 을 사업별ㆍ직종별ㆍ지역별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유사 노동자의 임 ’을 고려하도록 하 으나 2007년 국 으로 지역별 최 임

제를 의무화 하면서 ‘지역 노동자의 임 ’으로 개정하 다. 아울러 지역 간 최 임

 격차를 해소하고 국 모든 노동자의 안 망 임 으로 최 임 이 결정될 수 있

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유사 근로자’를 최 임  수 의 임

을 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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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거의 모든 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조정에 물가상승률을 반 한다.218) 베네룩스 국가들과 프랑스 등 몇몇 국가에

서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자동으로 물가를 연동시킴으로써 최저임금의 실질 수

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 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

는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생필품물가상승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그대로 반 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필품 지출 비중이 높

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구매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반 으로 지지되는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는 기존 최

저임금의 적정성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프랑스의 SMIG는 도입 당시의 최저생활수준을 기초로 한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하고 있었지만, 고도성장기를 맞아 실질 임금평

균의 상승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조하여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

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1968년 5월의 대규모 총파업을 계기로 노사정 3

자 간에 체결된 그르넬협정(accords de grenelle)의 결과 1968년 SMIG는 35%

이상 인상되었다. 이것은 프랑스가 30년(1945년-1975년)에 걸쳐 이룬 ‘번 의 

30년’의 혜택을 저임금근로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SMIC로의 전환점이었

다.219)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규모 기업에 대해 예기치 못한 비용부담을 지

우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조

정을 정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보다 긴 하게 연계하고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

작용을 피하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과 전체임금평균상승률의 최소 1/2을 자동

218) 하지만 2009년 경제 기 상황에서 OECD 회원국  지 않은 나라들이 최 임

의 인상을 최 한 억제하 는데 명목상 최 임 을 삭감한 나라는 없었지만 5개국

(호주,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최 임  수 을 동결시켰다. 그 결과 

각국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호주와 벨기에 등 7개국에서는 최 임

이 실질 으로 감소한 셈이 되었다. Thorsten Schulten(2010), Minimum wages under 
the condi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Labour Administration and the Economic 
Crisis. Challenges, Responses and Opportunities, ILO. pp.10-11 참조.

219) 神吉知郁子(2011), 앞의 책, 209면; 최 임 원회(2012), 앞의 책, 379면 참조.



- 115 -

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 하는 SMIC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최저

임금제가 보장해야 할 노동자의 최저생활에 대해 상대적 빈곤개념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란 소속된 사회의 다른 

가구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다른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최저생

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상승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최저임금을 통한 임금격차의 해소에 주목하는 것이었다.220)

대다수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격

차 완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과 임금소득 분포

를 최저임금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유사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

기준으로 하는 것은 시장임금, 표준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

하고 소득분배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21)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단체교섭 등에 의한 일반 근로자 집단의 임금인상

률에 못 미치는 경우에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저하된다. 최저임금을 물가상

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연동시키더라도222) 일반 근로자집단의 실제 임금평균인상

률과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유지될 수가 없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전체임금평균인상률 또는 평균협

상임금률에 자동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은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다.223) 일본의 경우는 임금개정상황조사와 함께 일반 근로자의 입

220) 神吉知郁子(2011), 앞의 책, 211면 참조.
221) 고용노동부(2006), ｢ 정한 최 임  결정을 한 소득분배율 지표 개발  활용도 

제고｣, 19면 참조.
222) 생산성임 제를 제로 할 때 이론 으로는 고용조정이 없을 경우, 체 노동자의 

임 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일치하면 분배구조에 변함이 없고, ‘경제

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223) 네덜란드는 사회고용부가 시장임 상승률을 그 로 반 하여 최 임 을 일년에 

두 번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최 임 이 시장임 의 변동을 신속하게 반

하고 격한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만 고용에의 악 향, 
사회보장부담  는 조세부담이 증할 수 있다고 단하는 경우 최 임 의 인상

을 시장임 의 추이에 연동시키지 않도록 하는 연동유보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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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협상이 이루어지는 춘투의 임금인상현황을 고려하여 춘투 후에 최저임금을 

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법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일반 근로

자의 임금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 시 고려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

어도 전체임금평균인상률과 같거나 이를 상회할 경우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은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 유지가 기존의 임금격차와 소득불평등을 개

선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적극적 개선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SMIG를 급격히 인상한 것이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최

저임금을 인상한 것은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네

덜란드의 경우에는 적어도 4년마다 최저임금의 특별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사회경제협의회의 자문을 얻도록 

함으로써 제도화되어 있다.224)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

라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거나 목표의 달성

을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기도 한다.

2005년 최저임금법 개정에서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 하여 최저임금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

라 결정될 수 있도록 종전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사회경제적 향을 반 하는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추가

하 다.225) 이것은 소득분배율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최저임금 결정의 준

거지표를 다양화하고 최저임금법 제4조가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규정임을 명

확히 한 것이고226) 임금격차와 이에 따른 소득격차의 현실, 즉 최저임금 수준

며 실제 최 임 을 동결한 사례가 있다. 이에 해서는 최 임 원회(2012), 앞

의 책, 25-26면 참조. 
224) 최 임 원회(2012), 앞의 책, 26-28면 참조. 
225) 2005. 5. 3. 최 임 법 일부개정 법률안(171768) 제안이유  제안내용 참조. 이것

은 노동소득분배율을 결정기 으로 추가하고 최 임 을 체근로자 임  평균의 

50%를 과하여 결정하도록 하자는 안(단병호의원 표발의안)과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 으로 추가하자는 안(조정식의원 표발의안)의 안이었다.
226) 종래 규정이 최 임 을 심의 의결하는 데 고려해야 할 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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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대적 공정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거시적인 소득분배관련 지표인 지니계수

와 소득분위배율, ‘노동 대 자본 간 소득분배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있다. 이

들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최저임

금 수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 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효과

가 동 지표들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이론적 합

리성의 문제이다.227)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소득에 향을 미쳐 임금소득 불평

등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소득

분배 효과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에서 ‘매우 크다’까지 견해가 엇갈

리지만 저임금 근로자가 속한 빈곤가구에는 소득분배 효과가 분명히 있다. 임

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만으로 전 가구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

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분배의 개선은 최저임금제 이외에 근로소득보전

세제(EITC),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정책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보

완적으로 실행됨으로써 해결해야 할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228)

최저임금제 본연의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소득분배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상대

종종 열거조항으로 인식되기도 하 다. 실제로는 최 임  심의 의결에 결정  

향을 미치는 공익 원들은 다양한 거지표들을 감안하 다. 2005년의 개정은 최

임 의 상  수  개선 측면에서 소득분배율을 추가하고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3), ｢최 임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3-5면 참조.
참고로 동 개정에 불구하고 2014년도 용 최 임  심의에서 사용자 원측이 고

용노동부장 의 심의요청서 내용과 련하여 최 임 법에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

률 등의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 한 이 있다. 최 임 원회(2013), ｢
2014년도 용 최 임  심의ㆍ의결 경 ｣, 3면 참조. 

227) 객 이고 합리 인 소득분배 지표의 선정에 한 연구는 고용노동부(2006), 앞의 

보고서, 19-27면; 동국 학교산학 력단(2013), ｢합리  최 임  인상기  마련방안

｣, 고용노동부, 104-107면 참조.
228)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최 임 제가 임  근로자 고용  임 에 미친 

향 평가｣, 고용노동부, 52-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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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근로자의 설정과 그 임금수준의 어느 만큼을 

최소치 또는 목표치로 정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이자 정책의지의 

문제이며 현실제약성을 반 한 단계적 목표의 설정은 정책운용의 유연성 속에

서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자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확한 임금실태조사와 함께 임금체계상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임

금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고, 비교 가능한 임금단위로 환산될 수 있어야 하

며, 적실성 있는 통계자료로 그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수준 자체만이 아니라 그 결정과정에도 최소한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2. 상대적 기준 적용의 실제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인상률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변경한 적이 있었다. 시행 초기에는 최저임금

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인상되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대체로 봄에 이루어

지는 일반 근로자의 임금교섭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1994년부터는 매년 9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일반 근로자의 임

금교섭 타결 시기가 점차 늦춰지고 상호 직접적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

단과, 오히려 연초에 예산안을 확정짓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공공부문에서는 

9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이를 반 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법 위반 업체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등을 반 하여229) 2007년

부터 다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상시기를 변경하 다. 최저임금인상률이 

평균임금인상률을 반 하여 이를 상회하도록 결정하 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양자에 대한 일정한 고려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수혜

근로자수, 향률 등을 파악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있다.230) 이것은 주로 현재의 최저임금과 유

229)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앞의 보고서, 78면 참조.
230) 최 임 법 제2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 은 임 실태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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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 중 몇 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향을 받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상

대적 수준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231)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평균임금인상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체로 낮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개선되지 않았다.232) 이후 최

저임금인상이 대체로 평균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상대적 수

준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제 시행 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233)

평균정액급여 50% 수준의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현 수준에서의 동

결을 주장하는 경 계 간에 워낙 격차가 커서 일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인상률 

지표가 최저임금 결정에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234) 다만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조정안이 

임 원회의 의뢰에 의해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 임  심의 년도( 용년

도 기 으로는 2년 ) 기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의｢고

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자료로 하여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년

도  심의년도 통상임 기  약상임 인상률 실 치와 자체에서 추정한 심의년

도 임 총액 기  명목임 인상률 상치를 감안한｢임 실태 등 분석보고서｣를 내

고 있다. 여기에는 최 임  향률 추정, 미만율 분석, 노동생산성지표와 소득분배

지표 등이 포함된다.
231) 이에 하여경 계는 최 임  향률이 높을수록 최 임  수 이 일반 근로자 

임 수 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을 의미하고 그동안 경제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 임 이 과도하게 인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다. 사용자 원 2012년도 용 최 임  요구안(최 안)(최 임 원회(2011), ｢

2012년도 용 최 임  심의ㆍ의결 경 ｣, 99면 이하) 참조.
2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04), 앞의 보고서, 32-33면, 38-39면 참조. 이에 따르면 최

임 제 시행 직후에는 최 임 의 상  수 이 개선되다가 90년 에 지속 으로 

계속 하되었으며, 2000년 에 들어 다소 개선되었지만 최 임 제 시행 기에 비

해서는 하된 것이라고 한다. 
233) 김유선(2014), KLSI 이슈페이퍼 2014-14 ｢최 임  결정기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6-18면 부표 참조.
234) 노동계는 최 임  시행 이후  기간 동안 평균임 인상률과 최 임 인상률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고, 경 계는 2000년 에 들어 최 임 인상률이 평균임 인상

률을 훨씬 상회하므로 최 임 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유선(201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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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과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의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결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균임금인상률을 고려한 결정을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235)

외환위기 이후 평균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쳐 그 결

과 노동소득분배율이 악화되었으므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도록 일반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

금은 이보다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236)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율지표로 ①하위10%의 근로자의 임금률(P10)을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로 나눈 값과 ②최저임금액 시급을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로 나눈 값을 사용하고 있다.237)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처음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이것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하여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경제성장

임  수 평가와 고용효과”, ｢우리나라 최 임 의 수 과 개선방안｣ 2011.6.1. 참여

연  최 임 토론회자료집; 2012년도 용 최 임  요구안(노동계 단일안  사

용자 원 최 안)(최 임 원회(2011), ｢2012년도 용 최 임  심의ㆍ의결 경

｣, 82면 이하) 등 참조.
235) 공익 원안에서 하한액은 심의년도 재 통상임 기  약임 인상률 5.5%이고 

상한액은 심의년도 연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망치의 합인 6.1%이었

다. 최 임 원회(2012), ｢2013년도 용 최 임  심의ㆍ의결 경 ｣, 19면 참조.
그런데 경제 기 시기인 2009년 심의에서 공익안은 하한선 0.4%[= 2.8%(‘09.1~5월

GDP 디 이터) - 2.4%(’09 연간경제성장률 측치 ‘09. 4월 한국은행)], 상한선 

4.6%[ = 2.7%(‘09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측치 ’09.4월 한국은행)+1.9%(‘09. 1/4분기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에 한 월평균정액 여상승률)]를 제시

하고 있다. 최 임 원회(2009), ｢2010년도 용 최 임  심의ㆍ의결 경 ｣, 22면 

참조.
236) 김유선(2014), 앞의 , 14면 참조.
237) 앞의 임 실태조사에 의한 것으로 통계청 자료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 총액이 기

이 되고, 고용노동부 자료는 시간당 통상임 이 기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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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유사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반 하고, 소득분배 개

선노력 차원에서 1인 이상 사업장 정액임금 중위값의 50%를 목표로 금년도 

고려분(2.5%)을 감안하 다는 공익위원안대로 결정되었다.238) 이것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정책적 고려요인이 드러난 것이지만 향후의 

소득분배 개선 목표치와 기준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매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소득분배조정분을 더하여 최저임금을 결정

하더라도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목

표치(또는 최소치)로 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239)

그동안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mean)을 사용하고, 경 계나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또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또

는 상용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median)을 선호해 왔다. 

논리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

238) 최 임 원회(2013), ｢2014년도 용 최 임  심의ㆍ의결 경 ｣, 8-10면, 21면 

참조.
239) 2012년 선공약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

배조정분을 반 한 최 임  인상안과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다. 2013년 2월 통령직 인수 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는 ‘합리

인 최 임  최 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장기 인 정 최 임  수  목표치 

설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 임 을 평균임 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5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표 발의한 최 임 법 일부개정 법률안(1900032)
은 최 임 이 통령령으로 정하는 체 근로자 평균 정액 여의 50% 이하가 되

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부칙에서 ‘2017년 용 최 임 이 체 근로자 평

균임 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  인상을 추진하고, 체 근로자 평균임

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합산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하한으로 하여 소득분배가 개선되도록 

단계 으로 인상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장기 인 최 임  수  목

표치를 구( 체 근로자 는 일부 근로자)의 평균임 ( 는 평균정액 여나 

임 )의 얼마로 할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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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1인 이상 사업체의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 높은 최저임금 미만

율을 감안할 때 현실의 저임금이 그대로 반 되어 소득분배 개선의 여지가 없

게 되고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사회일반의 인식에도 배치된다는 것

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또한 중위값으로 할 경우에는 저임금 기준선인 2/3로 

할 것을 주장한다.240)

어느 통계자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 사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상대적 수준을 개선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미해결 과제에 더하여, 임

금체계상 어느 임금항목을 비교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시간급으로 

표시되는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실태조사자료의 임금을 근로시간을 

반 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도 여전히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2013년 말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어떤 임금항목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제2절 최저임금 결정방식

Ⅰ. 문제의 소재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제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을 정당화시켜 주지만,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객관적으로 분명

하게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각국의 사회ㆍ경제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누구에 의

해서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가 최저임금의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함은 

물론 그 수준도 정당성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준수되는 계기가 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나라마다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대

240) 이에 해서는 김유선(2014), 앞의 , 9-11면; 동국 학교산학 력단(2013), 앞의 

보고서, 42-46면, 101면, 1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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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①임금위원회(심의회) ②중재재판소 ②의회(법률) ④단체협약 효력확장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임금위원회(심

의회) 방식의 경우에도 ①-a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뒤 정부가 결정하거나, ①-b 

위원회가 실질적인 권고 권한을 갖는 방식 ①-c 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

을 갖는 방식 등 실제적으로 다양한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241)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

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정부

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되 위원회는 실질적인 권고 권한을 갖는 방식이라

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노ㆍ사ㆍ공익대표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적위

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최저임금법 제

14조 제1항 및 제17조 제3항). 위원회의 의결은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동법 제17조 제4항), 노사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는 한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거의 매년 결정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과정은 노동계와 경 계의 최초 제시

안에 대하여 공익위원들이 노사 각각에게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면서 의

견을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안 사이에 격차가 클 경우 공익위

원들은 일정 범위(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

고, 공익안을 제시하여 이와 근접한 수준에서 노사의 합의를 꾀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합의가 아니라 노사의 최종안 또

는 공익안에 대한 투표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실

질적인 결정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과거 노사 양측의 안에 대해 공익

안 제시 없이 투표를 통해 결정할 때는 물론, 전체임금평균의 50%를 요구하는 

241) Gerald Starr(1981), op. cit., pp.62-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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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동결(또는 인하)을 주장하는 경 계 간에 간극이 너무 심한 최근에는 

공익안의 타당성과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

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객관적 근거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에 임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에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ILO 협약 제131

호 제4조는 최저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표하는자’

를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정하고 있고, 권고 제30호 II-2조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그런데 우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

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청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노사단체와의 협의 내지 동의 없이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공익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의 단초

가 되고 있다.

공익위원의 최소한의 중립성 확보가 선정방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

제 제기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편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간 제시

된 의견을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ㆍ사ㆍ공익위원 3자 구성방식의 위원회를 유지하되 노사 양측이 각각 

공익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

원을 배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원의 일정 배수를 

추천하면 노사가 교차 삭제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방식, 

공익위원 인력풀제를 도입하는 방식 등 

2)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장관과 노사단체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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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242)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243) 

등

3)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①3급 이상(노동분야) 공무원 ②대학 조교수 이상 경력

자(노동경제ㆍ노사관계ㆍ노동법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 및 관련 분야), ③5년 

이상 공인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 연구 종사자, ④기타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 소유자로 다소 완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244)

4) 공익위원을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

록 최저임금법을 개정245)

5) 노ㆍ사ㆍ공익위원 3자 구성방식의 위원회체제를 유지하되 공익위원 선정

의 공정성이 확보되면 공익위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부분 

개편하여 노사위원은 심의과정에만 참여하고 최종적인 의결은 공익위원이 하도

록 하는 방식

6) 노사단체 및 노동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3배수 중에서 고용노동

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된 공익위원회체제로 전환, 공익위원회에서는 사전에 노사의 의견을 청취

하고 공개회의에서 결정 후 노사의 이의제기를 반 한 적정 최저임금수준 권

고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원칙적으로 공익위원회의 

권고안대로 결정하는 방식246)

242) 2012. 7. 3. 심상정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900470) 참조. 
243) 2012. 5. 30. 문재인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900032) 참조. 
244) 문재인 의원 표 발의안 참조. 재는 최 임 법 시행령 제13조에 공익 원 

기 을 ①3  이상(노동분야) 공무원 ②5년 이상 학부교수 이상(노동경제ㆍ노사

계ㆍ노동법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  련 분야), ③10년(박사학  소지자는 5
년) 이상 공인연구기 에서 노동문제 연구 종사자, ④기타 이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 소유자로 정하고 있다. 
245) 2012. 7. 12. 병헌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90064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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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노사협상과 노동계ㆍ공익협상을 병행하거나, 노동계ㆍ정부 협상을 

통한 결정 또는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등 

공익위원 선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자체

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요구할 수 있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역할의 

범위는 제도적으로 설정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비추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특성 검토 

1. 결정기구의 독립성

최저임금이 의회에 의해 법률로 결정되거나 중재재판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또는 심의

회)가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법률상 또

는 형식상 조직구성이나 예산,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 보유 여부 등의 문제라

기보다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따라 자기 기준을 갖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

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의 저임금위원회(Law Pay Commission)는 독립적 비정부부처형기구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정부에 권고 자문하는 기관으로 각 분야별 공개경쟁을 

통해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노ㆍ사ㆍ공익 위원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최저

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 상으로는 최초의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 이후의 최저임금 개정에 대해서 저임금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것

도 아니고 그 자문 내용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개정 시기나 갱신주기에 대해서

도 법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사실상 관행으로 매년 저임금위원회의 자문 후 

권고대로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246) 5)와 6)은 한국노동연구원(2003), ｢최 임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9-10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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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위원회가 권고를 할 때는 “전국최저임금법이 국 경제 전체 및 그 

경쟁력에 주는 향을 고려하고, 장관이 자문을 구할 때 특정한 부가적 요소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 7조 5항). 실제로 저임금위원

회의 권고는 객관적이고 다양한 조사결과와 데이터에 의한 문제해결형 어프로

치(problem-solving approach)에 의해 위원 전원일치로 이루어진다.247)

정부는 저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최저임금 요율과는 다른 최저임금 단일시간급

을 정한다는 결정을 하거나, 저임금위원회의 권고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

을 수립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 또는 권고사항과는 

다르거나 무관한 규정을 수립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 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전국최저임금법 제5조). 이것

은 전원일치 결정과 함께 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정부대표를 제3자로 하여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포

함하는 삼자기구를 두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메커

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국의 저임금위원회의 역

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상황을 고려한 타당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저임금 문제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국 최저임금제의 당초 도입 목적에 충실하면서 고용에의 

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전체 경제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돋보

이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248) 하지만 어쨌든 저임금위원

247) 객 인 조사결과는 교섭에서 각 원이 당 의 강고한 입장에서 양보하도록 하

는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사다리(most acceptable ladder)’라고 한다. William 
Brown(2009), The Process of Fixing the British Minimum Wage 1997-2007,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p.436 참조.

248) 국은 최 임 제 도입 기 신 을 기하여 물가상승률 수 의 최 임  인상을 

보이다가 한때 평균임 인상률을 웃도는 극 인 인상률을 보 다. 2006년 이후 

더 이상 평균임 인상률을 상회할 인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경제 불안정에 

응하는 신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 에서 국의 최 임  수 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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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자기 기준에 입각하여 설득과 타협에 의해 전원일치의 결정을 이끌어내

는 것은 독립성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호주에서 연방중재법원의 조정 중재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위상과 독립성

은 임금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노사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

시켜 왔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경제정책과 연방중재법원의 임금조정원칙은 긴

장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이후 중앙집중적 임금결정시스템의 

해체로 이어진다.249)

경제 환경의 변화는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중재법원에서 노사관계

위원회까지250)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형식적 노사분쟁 해결방식을 통해 최

저임금을 결정했던 것은 2004년 작업장노사관계법 개정으로 정부가 단독

으로 위원을 임명하는 경제학자와 경 자 중심의 노조배제적인 공정임금

위원회로 한때 대체되기도 하 다. 2009년 호주공정근로법 제정으로 공정

근로위원회의 최저임금패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과정

은 재판(공청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노사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모습

을 띠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에는 전통적으로 공정성 원칙이 우선시 되

지만 과거 법률가로만 구성되던 것에 비하여 경제전문가도 패널에 포함되

고, 경제지표와 경제정책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249) 1977년 이 (Fraser) 정부는 재법원의 임 결정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 성 

있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해 재법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담

당하는 기 이 아닌 법률에 의해 공평, 양심 그리고 사안의 시비곡직에 따라 행동

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기 ”이라는 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것은 이후 호주에서의 

임 결정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50) 호주는 1907년 이후 강제 재제도에 의한 강력한 앙집  임 결정제도를 유지

하 다. 그 결정기구는 1904-56년의 연방조정 재법원(Commonwealth Court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에서, 이후 연방조정 재법원에서 분리된 1956-73년의 연

방조정 재 원회(Commonwealth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 1973-88년의 

호주조정 재 원회(Australia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ommittee)로 바 었다. 
1988년 연방조정 재법을 체하는 호주노사 계법(Australian Industrial Relations 
Act) 제정으로 재 원회는 노사 계 원회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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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과거 최저임금의 결정은 임금의 최저 수준의 결정이라기보다

는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호주의 최저임

금은 사회안전망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임금격차는 커지고 있다. 

경제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

로 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항상 해당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성격과 노사

관계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의지

에 따라 꾸준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드러나지 않는 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위기를 이유로 적

극적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적극적으로 임금변화를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경

제 전체의 임금구조에 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에 의해 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독립성은 

일정 재량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2. 구성의 중립성

최저임금 결정기구 구성의 중립성은 노ㆍ사ㆍ공익 삼자 동수 구성의 형식적 

의미 외에 공익위원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것은 최저임금 결정의 단체

교섭적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

과거 국의 임금심의회처럼 예외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부 산업의 미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결정제도를 운 하는 경우 중립위원에게 필요

한 것은 노사 쌍방을 합의로 이끄는 능력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로 결

론을 내는 경우가 있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정의 수완이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법정 단체교섭이고 여기에는 노사합의가 모든 것에 우월하기 때문에 

중립위원은 독자의 의견을 표명할 수 없고 조정자의 역할에 그쳐야 했다. 그러

나 심의회의 결론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은 중립위원의 불편부당성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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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쌍방에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존중되었다. 중립위원은 독자적인 

제안권을 가지지 못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은 “혹시 당해 산업의 노동이 조직

되어 있다면 행해졌을 고려와 동일한 것”이었다. 중립위원은 결코 추상적인 공

익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노사합의의 결과가 해당 산업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합의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중립

위원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

지만 가능한 한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합의의 형성을 우선시 한

다.251)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단체교섭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과 성장, 분배구조 개선 등 폭넓은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

금의 일반 수준과 구조를 변경하는 거시경제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일반적 최

저임금제에서 공익위원의 역할은 다르게 설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노사위원은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최저임금의 간접적인 

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경제 전체적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정부의 직간접적 개입에 의해 최저임금제가 임금억제정책 수단으

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단순 조정자

보다는 공익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도 한다. 노사위원에 대해서도 각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중립적 견지에서 합리적이고 건설

적인 최저임금 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노사의 최저임금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제출받고 공익위원 중심으로 최저임금

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단체교섭의 형식을 빌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공익위원의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사의 

견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조정을 통해 합의된 단일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노

사의 양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중립성은 의

미를 잃게 된다. 이에 더하여 공익위원이 국가의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그 중립성을 인정받기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최저

251) F. J. Bayliss(1962), The British Wages Councils, Oxford, London, pp.133-1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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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결정에 있어서 현실 제약 요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근거가 되지

만 이에 불구하고 결정기구 자체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경

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3. 운영의 전문성

단체교섭적 성격이 강한 최저임금 결정방식에서는 공익위원의 협상 유도능력

과 함께 합리적인 결정 근거의 제시가 협상 타결을 용이하게 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와 지표에 근거하여 최저

임금의 기본적 수준에 대한 일차적 합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노사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통계ㆍ분석 자료의 수집

과 연구용역 등이 이루어지고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

는 기초자료는 축적되고 결정기구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될 수 있다.

전문성에 기초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물론 사

회 일반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전문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아닌 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인식의 공유

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 명료하고 예

측 가능하며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사회적 합의

‘사회적 합의’ 개념은 삼자주의, 사회협약, 사회적 조합주의, 사회적 합의형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대체로 정부의 경제ㆍ사회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대하여 그 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 즉 노동계와 

경 계가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결정하는 것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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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파트너가 

진정한 대표성을 갖고, 자발적 참여에 의해 참가한 사회적 주체들의 직접적 이

익을 벗어나는 범위의 것에 대하여 국가ㆍ자본ㆍ노동 간에 공정한 교환이 이

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앙노사단체 사이의 단순한 임금교섭이

나 단체협약과는 구별되고, 합의가 광범위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 또는 제

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참여(혹은 적어도 매개)가 요구된다.252)

그런데 사회협약이건 사회적 조합주의건 공유된 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

가ㆍ자본ㆍ노동 사이의 호혜적 타협과 양보, 이익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며 이

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대체로 공감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금억제 등 노동의 양보와 사회적 임금으로의 보상을 교환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구는 통상 노사정 삼자주의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

회적 합의의 외양을 띠고 있다. 이것은 ILO협약 제131호가 임금구조의 최저기

본선 설정을 기본 역할로 하는 일반적 최저임금제를 전제로 하면서, 미성숙한 

노사관계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특징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을 고려하여 노

동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단결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253)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이 일정한 조직의 형태로 독

자적인 세력화를 이루어내고, 국가를 경유한 제도적 기구를 통해 상충되는 이

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기구는 사회적 합의

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노동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회 전체

252) 최 기 외(1999), ｢한국의 노사 계와 노동정치1 - 1987년 이후 사회  합의를 

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13-16면 참조.
253) 노사 표와 정부 표가 동등한 지 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해 자유롭고 민주 인 

결정을 통해 빈곤에 응해 나갈 것을 구하는 필라델피아선언과의 맥락에서 볼 

때 그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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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억제로 나타나기 쉽다는 점에서 

반대급부를 결정할 수 없는 최저임금의 결정이 이런 통상의 사회적 합의를 의

미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업별 또는 산별교섭에서의 임금인상은 다른 부문으로

의 (일부) 전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에게만 향을 미칠 테지만) 최

저임금의 결정은 전가 또는 분담 대상이 없어서 과도한 인상은 해당 근로자들

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에게 타격을 주게 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그렇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는 이와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하겠

다.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제한된 범위내의 사회적 파트

너쉽 구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실 그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공동의 지향점 위에 형성시켜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의 다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의 제도화라는 의미에서의 최저임금제는 개별 최저임금 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저

임금제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적 계기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

의 정책목표가 선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고, 전체 노동과 자본 간에, 사용자 내

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노동자 내부의 조직ㆍ미조직, 정규직ㆍ비정규직 

등 간에, 최소 수혜자를 우선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의 대가와 사회적 비용 분

담에 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사회적 합의의 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갈 출발점인 것이다.

Ⅲ.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의 실제 

법률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그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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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최초의 심의 요청에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견해를 제시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를 밝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

저임금위원회는 새롭게 의결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3

항 이하). 외견상 정부와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근거한 대통령의 법률

안 거부권과 유사한 구조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상당한 부분 

정부의 향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254)

최저임금 결정 시 공익위원이 적극적으로 독자의 안을 제시하여 관철시키는 

경우는 없다. 노사의 안이 제시되면 그 격차를 줄이는 조정에 들어가고 가급적 

협상에 의한 타결을 지향한다. 하지만 노사의 안이 워낙 격차가 심해서 조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익위원안에 근접하는 선에

서 표결에 의해 결정된다.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셈이다.

그런데 공익위원안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

한 것 같다.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두루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

지만 일관된 흐름은 보이지 않으며 최저임금 개정에서 중시한 사유는 공개되

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결정기준에 대응하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

시만 할뿐, 어떤 요소를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어떤 요소는 특히 고려하 다던

가, 고용 또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조정하 다는 등의 이해당사자는 

물론 사회 일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설명이나 설득은 없다. 어찌 보면 

노사 양자의 안에서 반치기 또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임금 수준의 근로자에 대

한 향률을 기준으로 몇 %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얼마라는 식으로 

254) 국에서는 임 원회의 권고안 로 정부가 최 임 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이

유를 명시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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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률을 정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저임금부문이 존재하고 최저

임금 수준에 집되어 있을 때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향은 커지지만 원칙적

으로 최저임금은 그것이 생계비 또는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 무엇을 기준으로 

하던지 간에 사회적으로 어떤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 표준에 의해 최저임

금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유지 또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가 운용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를 두어 기능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원위원회와 중복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는 못

하다. 형식적인 몇 차례의 회의에 그치고 있고 여전히 생계비 기준에 대한 단

일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중심이 상대적 수준으로 옮

겨간 지금 더 심도 있는 자체 자료의 추가 제시는 없고 매년 반복되는 몇몇 

자료의 업데이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결정 근거를 마련

하고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한다고는 하지만 ‘미혼 단신근

로자 실태생계비 조사’,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등 3개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매년 똑같은 자료에 수치만이 바뀔 

뿐이다.

최저임금제의 개선에 대해서도 단편적 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자체의 

제도 발전을 위한 계획이나 노력은 부족하다. 최저임금 시행 초기인 1988년에 

최저임금을 전 산업에 적용할 것을 건의한 것은 규모별ㆍ사업별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았던 점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6월에 노ㆍ사ㆍ공익위원

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연소자 감액ㆍ양성훈련생 적용제외 폐지, 

수습근로자 감액제도로 전환 등을 건의하 으나 정작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

저임금 적용이나 적용주기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못하 다. 2006년 6월 

29일에는 노사단체와 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가 참여하는 연구위원

회를 구성하여 택시관련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고 택시근로자 초과운송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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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임금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연

구용역보고서255)를 토대로 제도 개선하도록 건의한 것이어서 당시 법률개정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의 외양을 갖추는 의미

에 불과하 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관련 통계의 정비나 최저임금 연구 수행 지

원, 기타 노사의 최저임금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나 체

계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시기인 4∼6월에만 위원회를 운

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에는 그 전후로 유의미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

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지만 공개

되는 각 년도의 ｢최저임금 심의ㆍ의결 경위｣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

임금 결정이외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최저임금법 제12조)을 다룬 

적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으며 더구나 위원회 차원의 합의를 통해 독자적으로 최저

임금 개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의 분권화된 단체교섭구조와 사용자단체의 경 계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향력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만을 매개로 전체 임금구조의 변화를 도모하기는 

어렵다. 저임금부문의 확산과 기업규모 간 격차, 소상공인과 세자 업자의 

이해관계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체 경제발전에 따른 성과의 분배와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의 사회적 분담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논

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개선 목표와 함께 이

를 포함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와 여타의 정책수단, 정책의지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255) 한국근로기 회(2005), ｢육상ㆍ항공 운수업 종사자 근로실태조사  제도개선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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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결정기준을 고려하고 이와 관련된 지표들을 참고로 

하여 결정된다. 생계비, 전체임금평균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이 엄

하게 어떤 공식에 의해 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지

표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법정되어 있는 결정기준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이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 등을 항목에 추가하는 것은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객관화된 경제지표의 법정이 저성장, 저물가(특히 

일반 물가 수준에 비해 저소득자의 생필품 부담 체감물가 수준은 높은 경우) 

시기에 경제지표의 적용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을 경직되게 

만들 우려도 있다. 경제지표의 단순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실질 수준이 유

지 또는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더라도 이를 자동 연동

하도록 제도화하기보다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도록 최저

임금제를 운용하는 편이 낫다. 현실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고려하여 비교대상임

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다른 국가들에서의 상대적 수준을 감안하여 중위임금의 

50%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조정된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는 물가수준과 경제성장률, 실업자의 비중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

정을 위한 일정한 공식을 개발하여 적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 경

우에는 상이한 통계에 기초하여 자기주장을 고집함으로써 갈등만 조장하는 노

사로부터는 의견만 듣고 전문가들이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

도록 결정방식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256)

최저임금의 결정에 물가나 경제성장률을 자동으로 연동시키거나 어떤 공식에 

256) 유경 , “[부일시론] 최 임  결정 방식 이 로 좋은가”, 2013. 7. 9. 부산일보 2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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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최저임금의 실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그러

나 노사정 삼자가 매년 주기적으로 최저임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최저

임금제의 의의와 운용에 더 적합하다. 그 과정에서 다뤄져야할 구체적인 요소

들을 고려하고 미래의 경제 발전을 지향하며 정치적 동원을 지원하고 노동조

합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제의 목적

이나 최저임금의 목표 수준에 대한 합의가 미약한 나라에서 더욱 그러하다. 최

저임금 결정이 일회성의 특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를 통합으로 이끄

는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서 더 나은 방향으로 부단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전체임금평균의 50% 이상이 되도록 최저한을 법으로 정하자는 

방안에는 현실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인식과 단계적으로 그 이상이 되도

록 하자는 목표가 담겨있다. 이렇게 최저한이 법으로 정해질 경우 여타의 기준

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만 최저임금 결정과

정에 남게 된다. 그런데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가 문제되고 통계자료를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는 노사의 입장이 대립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반 근로

자의 임금인상으로 평균값이 높아져 계속 최저임금이 이에 따라가야 하는 경

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최저임금위원회에 국회

가 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결정방식의 변경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최저임

금 수준이 낮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바꾸자는 것

은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유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오히려 과정을 복

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만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면 오히

려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대하여 유효한 권고를 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삼자 구성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공익위

원회로 개편 또는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되 노사는 의견만 제출하고 공익위원

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소모적 갈등과 비효율, 비과학적 결정의 문제점을 



- 139 -

극복하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의 직접교섭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자는 것이다.257)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포함하여 주로 노동계의 의견은 현재의 최저임금위

원회 구조를 유지하되 공익위원 선출방식만 바꾸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이 

본래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

는 것만으로 노사 간 갈등을 없애지는 못하며, 결정과정에 노사단체 참여를 보

장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라는 점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

것은 지금의 단체교섭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최저임금 투

쟁을 통하여 미조직 저임금 근로자와 연대하고 이를 전체 임금인상 투쟁으로 

연계해 나가려는 전략적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258)

공익위원들의 실질적 결정 권한에 의해 최저임금이 자신들의 주장보다 불리

하게 결정되었다고 각자 생각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공익위원 선출에 대해서

는 불만인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던 2000년대 초

만 하더라도 삼자 결정방식의 구조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었다. 노사 모두 노

257) 한국경 자총 회는 최 임 에 한 입장 차이가 뚜렷한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결

정주체로 참여하면서 첨 한 립이 이루어지고, 노동시장이나 경제 반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최 임 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사는 의견만 진술하고 정부가 직  결정하거나 공익 원만으로 최 임

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 자총 회(2011), ｢2011 
임 조정 기본방향｣, 70-72면 참조.

258) 노동계의 평균임  50%의 최 임  법제화 주장과 련하여, 그것은 제도화 과정

에서의 상징 인 목표일뿐 최 임  투쟁은 근로자 간 임 격차를 이고 임  

근로자의 실질 인 임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  강화를 통

해 체 근로자가 단결할 수 있는 연 임 투쟁으로 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액 임 인상을 주장하기도 한다. 아울러 

재의 형식  삼자 결정방식 신에 노ㆍ정 혹은 노ㆍ사 양자교섭방식으로 바꿀 것

을 요구한다. 사회진보연  정책 원회, “최 임 을 넘어 지속 인 임 인상 투쟁

이 필요하다”, ｢사회화와 노동｣ 제525호(사회진보연  주간웹소식지 2011. 6.28.), 사

회진보연 ; 안성민, “국가의 노동시장 리와 최 임 제도”, ｢사회운동｣2005년 7/8
월 통권 56호, 사회진보연 ; 김진억(2004), “최 임 법 개정을 추진하며”, ｢노동사

회｣ 제9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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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ㆍ공익위원 삼자 구성방식의 위원회를 유지하되 노사 양측이 각각 공익위

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노사 양측이 상호 후보자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을 배

제하고 남는 위원을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요구하기도 하 다.259) 그

러나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거의 매년 10% 이상씩 

인상되자 경 계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위원회 참여로 공익위원들이 전문적ㆍ객관적이기보다는 자신의 이념적 지향이

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일관성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

하 다.260)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2009년 심의에서는 삭

감)을 주장하는 경 계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를 좁히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가 불가능한 상황은 차라리 노동계를 배제하여 매년 갈등이 표출되는 홍역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업프렌들리’를 표방하는 새 정부의 

출범과 금융위기를 기화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와 함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출되고26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맞추어 토

론회를 개최하 다. 삼자 결정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노동관계 전문가보다는 

경 ㆍ경제학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중심의 공익위원 구성은 정부의 최저임

금에 대한 시각을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그동안 최저임금제의 개선은 주로 국회에서의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 주도

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나마 2008년 이후에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

259) 한국노동연구원(2003), ｢최 임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10면 참조. 이에 하

여 공익 원을 노사가 추천하고 노사가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은 공익 원이 독립

이고 객 인 공익 표가 아니라 노사의 리자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에

서 공익 원들은 반 하 다. 한편 정부가 후보자의 일정배수를 추천하고 노사가 

교차삭제로 선출하는 방식에 해서도 합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2005. 1.)｣ 참조. 
260) 최 임 원회, ｢최 임 제도 개선을 한 토론회(2008.10.30.)｣자료집, 45-46면 

참조.
261) 2008. 11. 18. 김성조 의원 표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2073). 여기에는 지

역별 최 임 제 도입 근거, 수습근로자 감액기간 연장, 고령근로자 감액 용, 일

부 물 여의 최 임  산입 등 기존의 최 임 법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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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감액 적용을 시행령에 의해 연장한 것 외에는 제도 변화가 거의 없다. 

일련의 흐름에 비추어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 제도 개선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만 한다. 2001년에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이 최저임금 현실화 5개년 계

획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구체적 실천이 이루어지 않은 적이 있다. 대선공약에 

불구하고 현 정부는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

다. 정부의 공식적 견해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국정과제가 합리적 수준과 경제

적 제재를 강화한 규범력 회복인데, 소득분배개선 목표치는 갖고 있지 않고 기

본적인 방향성만 있지 그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진 권한이라고 하고 

있다.262)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중요한데 이를 회피함으로써 최저임금제 운용에 있어서

의 정부에 대한 역할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출 여부에 불구하고 공익위원의 중립성 확보는 중요하

다. 하지만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기관 또는 독립위원회이거나 준사법

기능이 필요한 위원회의 위원처럼263)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 또

는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위원

회로서 준사법적 기능이 아니라 사회ㆍ경제정책적 판단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결정 및 최저임금제 운용과 관련하여 여타의 정책수단

의 동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주체가 필요하

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가 되기도 어렵다. 법률로 

선정방법과 위촉기준을 세세하게 정하는 것도 과도한 입법주의의 우려가 있다. 

262) 2014. 5. 28. 민 의 소리, “최 임  목표액... 임  50% vs 평균임  50% : 정

부의 최 임  인상기  문제 과 올바른 기 마련 토론회”, http://www.vop.co.kr/ 
참조.

263) 헌법기 인 헌법재 소, 앙선거 리 원회, 독립 원회인 국가인권 원회, 행정

부 소속 원회인 국민권익 원회, 사학분쟁조정 원회, 친일반민족진상규명 원회

의 재 과 원의 경우가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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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운용과 관련한 정부의 처신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라 볼 수 있지

만 법률의 규정만으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면 국회가 

정부와의 협의나 시행령 개정 권고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금격차를 감안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개선하는 문제는 급격한 인상

과 목표 설정에 관한 것이어서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치적 결단과 정책적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

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히 

최저임금 결정지표를 연구 보완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에 미루는 

것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는 일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체임금평균의 50%를 최저한으로 법정하는 것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으며, 최저임금 결

정의 경직성 문제가 있다. 정책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럴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

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물가와 전체임금평균인상률에 연동

하고 정부의 재량분만 남겨두고 있으므로 굳이 삼자 구성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그간의 논의를 보면 최저임금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든 면에서 서로 유

리한 방향으로 고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은 제도

의 완결성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운 과 합의의 과정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의 설정은 표준 설정의 문제이다. 현재 활용 가능한 통

계에서 전일제 풀타임 상용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

자만을 대상으로 중위값을 구하고 그 50% 금액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과 비

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에 그 금액을 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264) 비정상적인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중

위값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정기간 동안 그 금액의 절대적ㆍ상대적 수

준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 하여 유지되도록 한다. 목표치 도달 후 

264) 다수 국가에서 정부가 최 임 의 단계  인상을 율이 아닌 액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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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은 통상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목표치의 설정은 정부와 국회의 협의나 국회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적, 정책적 책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단계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목표기간 동안 표준생계비, 임금실태 등 통계자

료의 정비를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당 시점의 최저임금 수준의 타당성

을 검증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한

다. 위원회 구성은 삼자 동수를 유지하되 위원 수는 줄이고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전문성이란 경제 일반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균형적 시각과 노사 간 의견 조정능력을 포함한다. 최

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지표가 아니라 필요이

다. 결정의 합리적 근거가 확보되고 그 결과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효율적 운 을 위해 공익위원만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

견이 있지만 설사 최저임금 수준이 향상되더라도 현재의 삼자 구성의 최저임

금 결정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노사 간 극심한 의견 차와 파행을 보면 “공유 이념이 작을 때 토론은 상대집

단과 견해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될 뿐이며 소통은 투쟁의 발화점으로 기능

할 뿐”265)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의 특징은 사회적 정의

는 위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지만, 밑으로부터도,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 대립

으로부터도 나와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266) 최저임금의 결정도 첨

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과

정으로 볼 수 있다. 포괄적 합의를 위한 토대가 미약한 사회에서 변함없이 갈

등과 대립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나마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이끌어온 

최저임금제는 갈등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사고의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 결정이 거대 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구

265) 황경식 외(2011), 앞의 책, 264면.
266) Alain Supiot(박제성 역, 2012), 앞의 책,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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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합의와 그 실천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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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최저임금의 적용 

제1절 적용범위

Ⅰ. 적용범위의 확대

1. 종래 최저임금법의 경우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최저임금법(법률 제3927호, 시행 1986.12.31.)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 다(동법 제3조 제1항).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207호, 제정 및 시행 1987.7.1.)에 의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제조업에 

198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1988년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2488호, 일부 개정 및 시행 1988.7.7.)으로 

1989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과 광업 및 건설업으로 최저임금 

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1990년부터는 다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2746호, 

일부 개정 및 시행 1989.7.4.)에 의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전 산업에 최저

임금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후 1999년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6190호, 일부 개정 및 시행 1999.3.17.)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

용되었다가 2000년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시행 2000.11.24., 법률 제6278호, 

2000.10.23. 일부 개정)과 함께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어 현재

에 이른다.

최저임금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근로자비율의 추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실시 첫 해인 1988년에는 20.1%에 불과하 던 것이 이후 적

용대상 산업 및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2000년 11월 24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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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었다.

<표 3> 최저임금법 적용대상 추이267)

적용시기
적용대상 적용근로자

비율(%)산업 규모

1988.1-1988.12 제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1

1989.1-1989.12 제조업, 광업, 건설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4.5

1990.1-1999. 8 전 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61.6

1999.9-2000.11.23 전 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78.7

2000.11.24- 전 산업 전 규모 100.0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과는 별도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거나 감액 적용을 할 수 있다.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① 정신 또

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③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 내 직업훈련 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 기타 최

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고(동법 제7조), 최저임금법 시

행령에서는 ①〜③의 인가기준을 구체화하고 ④를 “근로기준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특정하 다(동시행

령 제6조). 또한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서는 최저임금액을 10% 감액하도록 하 다.

2005년 5월 31일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제7563호, 시행 2005.9.1.)에 의하여 

앞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중 ②와 ③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

정은 삭제되었고, ①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

267) 정진호 외(2011), ｢최 임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1면에서 인용. 원자료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0년 8월 자료이고, 용근로자비율은 자료의 제

약상 상시근로자가 아닌 종사자 규모를 기 으로 추정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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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와 ②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 다(동법 제5조 제2항).

2. 현행 최저임금법의 경우

가. 적용대상과 감액적용

현행 최저임금법(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 2012.7.1. 시행)은 원칙

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

는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제3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재 시행령은 그 대상을 ‘정신 또

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

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최저

임금 감액 적용은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인 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령

에 의해 10%의 감액률이 적용된다(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률은 2007년 30%에서 시작하여 점차 축소

되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 2012년부터 10%가 적용되었다. 최저임

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현재 10%의 감액률은 2014년 12월 31일까

지만 적용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규

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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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적

용

대

상

원칙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예외

동거 친족 사업장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받는 선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

히 낮은 자

-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

는 사람’

감액적용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인 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한 근로자 제외)

감액율 10%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은 경우)

감액율 10%

2015년 1월 1일부터 감액규정 

효력상실

<표 4>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과 감액적용

나. 규정체계상의 문제점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근로시

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가 인정될 뿐이고, 이것이 감시ㆍ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나 감액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하도록 하 으나 그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

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거나 

감액 적용하는 곳은 없다. 저임금, 장시간 근로인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최저

임금제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2005년 폐지하고 감액 적

용한 것은 현실의 근로조건과 실태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을 유연하

게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 다. 감시ㆍ단속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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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임금상승효과와 그로 인한 고용에의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 따라 감액적용이라는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다.268) 근로기

준법상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는 범주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대상집단으로 하

여 현실적 이유에서 개별 인가를 조건으로 감액 적용한 것일 뿐 업무의 경이

함이 감액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업무의 특성이나 경이함 여부와 관련해

서는 이미 근로기준법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12년까지 감액적용을 하고 이후 전면 적용을 예정하 지만 2014년 

말까지 유예함으로써 적응 기간이 충분하 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 근로시간

과 실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하여 임금을 실질적으로 낮춰 지급하는 편법이 여

전히 발생하고 있다. 당초의 주장과 달리 고용에의 부작용도 별로 없었던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 감액 적용되던 2011년에는 고용 감소를 

우려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감액적용기간을 3년 더 유예하 으나, 정

작 10% 감액이 적용된 2012년에는 고용 감소효과가 거의 없고 근로조건이 개

선되었으며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던 비율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 다.269) 이것은 어찌 보면 정부의 인식이나 태도에 의

해 정책이 쉽게 바뀔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랜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정상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전액 적용은 최저임금법상의 감액적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과 관

련하여 특별한 상황이 향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도 않고, 감액규정을 존

치할 경우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시 감액할지도 모른다는 

268) 당시의 감시․단속  근로자에 한 최 임  용에 해서는 김재훈(2006), “감
시․단속  근로자에 한 최 임  용과 법”, ｢노동법연구｣ 제20호, 서울 학교

노동법연구회; 한국노동연구원(2006), ｢감시․단속  근로자에 한 최 임  감액

률 연구｣, 고용노동부; 국제노동법연구원(2005), ｢감시․단속  근로자에 한 승인

제도  최 임  용 련 연구｣, 고용노동부 참조.
269)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감시  근로자(경비원 등)에 한 최 임  단계  

인상ㆍ 용으로 고용안정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 2012년 5월 29일 보도자료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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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정비하여야 한다.270) 

아울러 탈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실태에 대한 감

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Ⅱ.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

1. 논의의 배경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이 검

토되었다.271)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이 지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만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하 다(동법 

제4조). 그리고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는 저임금그룹과 고임금그룹을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산업별로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충돌하며,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취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9년부터는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

금만 결정하고 있다.272) 제도상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업종별

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까지 전국 전 산업 단일의 최

저임금이 매년 정해지고 있다.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빈곤

270) 2012. 7. 3. 심상정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900470)은 가사사

용인에 해서도 최 임 을 용하고, 용제외 규정과 감액규정을 모두 삭제하자

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1) 이에 해서는 배무기(1983), ｢한국임 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연구｣, 서울 학교 

경제연구소, 382-387면; 정병석 외(1989), ｢최 임 법｣, 법원사, 170-189면 참조.
272) 최 임 제 시행 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으로 최 임 을 용할 수 있

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 임 심의 원회도 1989
년 최 임  심의에서  산업에 최 임 을 용할 것을 노동부장 에게 건의하

다. 박세일(1989), “최 임 제의 효과분석  향후 개선방향”,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114-115면; 최 임 심의 원회(1988), ｢1989년도 최 임  심의ㆍ

의결 경 ｣, 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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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강제하기 쉽다는 점에

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산업ㆍ지역별 임금격차가 심할 때는 산업ㆍ지역별 

임금실태를 제대로 반 하기 어렵고, 결국은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이나 지역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게 되어,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

다는 단점이 있다.273) 이 때문에 업종ㆍ직종ㆍ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병행 실시

하거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도 한

다.274)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제8818호, 2007.12.27. 일부 개정)으로 2009년 7월 1일

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

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달리하도록 규정되었다(동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275) 이것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 결정

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 사업에서 실제 지급되는 최저임금액이 달라

짐으로써 사실상 업종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의 지역 간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의 차이는 동 

업종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경 계는 지속적으로 지역 간 생계비 차이와 임금격차를 감안한 지

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여 왔다.276) 2008년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근거를 규정한 최

273) 최 임 제의 유형과 역할에 해서는 Gerald Starr(1981), Minimum Wage Fixing : 
An International Review of Practices and problems, ILO, pp.17-59 참조.

274) 부분의 국가에서 노동계는 국 단일의 최 임 제 실시를 주장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노동계가 최 임 법 제정 시 국 단일의 최 임 을 주장하 으나, 2000
년  반만 하더라도 최 임  수 이  빈곤선에도 못 미치고, 최 임  인

상의 향률도 미미하여 산업별ㆍ지역별 최 임  결정, 단체 약의 효력 확장을 

통해 최 임 제의 실질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다. 김유선(2000), 앞의 책, 
17면 참조.

275) 이에 해서는 ‘본장 제2  Ⅳ. 2. 택시근로자의 과운송수입 ’에서 후술한다.
276) 2014. 2. 7. 아시아경제, ｢목소리 높인 中  “통상임  법에 못박고 최 임  지역

별 차등화해야”｣; 소기업 앙회(2008.12.29.), ｢최 임  제도개선에 한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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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 다.277)

2. 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는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이 점차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경제ㆍ지리적 환경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하

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전 산업, 전 지역에 걸쳐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국에서는 일부 산업에 적용되던 최저임금제가 폐지되었다가 

전국 일률 최저임금제를 도입하 고, 프랑스도 생활비의 차이에 따른 지역 차

이나 연령, 또는 섹터마다 차이를 두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전국 단일의 

SMIC는 사회계약 구성요소의 일부라고 하고 있다.278) 최근 독일도 2015년부터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하 다.

일본의 산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279) 지역별 최저임금제 운용 결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최저임금 

수준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

소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는 전통적으

로 중앙집중적인 임금 결정과 공정성 원칙에 입각한 최저임금 결정으로 절대

적ㆍ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는 적용대상 임금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

계 입장｣; 한국경 자총 회(2008.11.11.), ｢최 임  제도개선에 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참조.
277) 2008.11.18. 김성조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802073) 참조. 동 

법률안은 지역별 최 임  도입 외에도, 수습근로자에 한 최 임  감액기간을 3
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근로자에 한 최 임  감액 용, 의결기한 내

에 최 임 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 공익 원의 단독의결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78) 神吉知郁子(2011), 앞의 책, 227면 참조.
279) 일본에서는 2007년 최 임 법 개정으로 사업별(산업별) 는 직업별로 특정최 임

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 사업별 특정최 임 만 설정되고 있다. 특

정최 임 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지역별 최 임 을 상회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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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할 수도 있고, 특정 근로자 범주별로 적용되는 여러 최저임금을 정할 수

도 있다. 단일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생계비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그 결정을 

전후하여 특정 근로자 범주별로 일반 최저수준보다 높게 결정한 최저임금의 

효력에 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ILO 1970년 최저임금결정권고 제135호 제5

조).

3. 검토

최저임금을 업종별ㆍ지역별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목적 지향적이어야 한다. 생산성의 격차나 생활비의 차이를 그대로 반 하여 

최저임금을 구분ㆍ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의 최저임금이 갖는 단점을 보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이어야 한

다.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부문이 갈수록 특정되고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업종 또는 특정 직종, 결국에는 특정 취약근로자집

단의 저임금을 고착화시키고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의 보편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 

제약성을 감안한 운용의 유연성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을 구분 적용할 경우 그 차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현재 단일 최저임금의 결정에도 신뢰할 수 있고 적합한 통계자

료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업종별ㆍ지역별 통계 인프라의 확보 없이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결정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공감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280)

최저임금법 시행 초기에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적용범위

280) 업종별․지역별 최 임  결정과 련하여 최 임  결정기 에 합한 통계자료

와 지표의 확보가  수 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로는 한국노동연구원

(2009), ｢업종별․지역별 최 임 제 실시와 최 임 제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향

｣, 고용노동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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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것은 이미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단계를 거쳐 현

재는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제가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부문의 외부화 정도가 심하고 특정 업종, 세소기업 중심으로 몰려있음

을 감안할 때 현실의 구조적 문제는 온존시킨 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 회복이나 대형소매유통기업과 입

점업주 간의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균형, 세자

업자에 대한 지원 등281) 최저임금제 외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되

어야 할 것이지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을 것은 아니다.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건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

등 적용하는 것도 그 목적이나 결정근거의 타당성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많은 국가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은 해당국의 정치ㆍ경제ㆍ지리적 특성을 반 하

고 있으며 미국 등 연방제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보다 주정부의 최

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인한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반 하여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

는 것은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282)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경은 저

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법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 시행 초기에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 설정이 가능한 업종이나 지역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전체 최저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동계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의 지속적 인상 부담으로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 부담능력에 따

라 업종별ㆍ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경 계의 요청이 있을 수도 

281) 표 인 임 부문인 형종합소매업의 매장 매직, 음식 업 등에서의 임  

실태와 구조  원인에 해서는 황덕순 외(201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
임 근로를 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282) 국제연합｢경제 ㆍ사회   문화  권리에 한 국제규약｣ 제7조.



- 155 -

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세력을 결집시키고 임

금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전략적 입장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임금근로자의 보호는 더 나은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한

다는 점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면서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

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수준 향상에 대응하여 전

체 사회의 부담능력을 키워나가고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분담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 과정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Ⅲ. 가사사용인 법 적용의 필요성

1. 현행 노동관련법의 태도

현재 비공식부문의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대상으로서 대부분의 

법적,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서

는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당시부터 

가사서비스가 ‘개별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가사사용

인을 적용 제외하 으며, 최저임금법 2000년부터 명시적으로 가사사용인에 대

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283)

그 동안 가사사용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근로기

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

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데,284) 가사사용인은 사업 또는 사

업장의 요건이 결여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283) 최 임 법(제3조 제1항)과 근로기 법(제11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

행령(제2조 제1항),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등 부분의 노동 계법에서 명시 으로 가사사용인 는 가사서비스업, 가

구내 고용활동에 해 용을 제외하고 있다.
284) 김형배(2012), 앞의 책, 3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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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현실적으로 국가의 감독이 곤란하다는 점, 감독행정

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가사사용인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대한 측정 또

는 입증이 쉽지 않아 감독행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일반 가정집

의 개인 고용주를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예를 들어 간병인의 경우처럼 사용자

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285) 하지만 가사사용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을 적용제외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법리적이라기보다는 입법정책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행정감독을 적용제외의 논리로 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

다고 볼 수 없다.286)

2011년도에 열린 ILO 100회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

약(The 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제189호 

협약)’이 채택되었다.287) 동 협약은 가정 내 고용관계에 있는 가사근로자288)의 

285) 종래 정부는 ‘가사사용인은 가정부, 출부, 유모 등 일반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

하는 자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련되어있고 근로시간이나 임 의 규제 등에 의해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노동법 해설서 

)’,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 계 외에도 간병인의 사용주체 등을 고

려하여 단하여야 하는 바, 간병인과 환자측이 직  근로계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

자측이 간병인에게 직  지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 법상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되며, 이 경우 간병인이 근로기 법이 용되는 사업 는 사업장에 고용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지 도 동법의 용이 배제되는 가사

사용인에 가깝다. 그 밖의 경우( 컨 , 간병인이 간병사업을 하는 회사에 소속

되거나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실질 인 종속 계 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단하여야 할 것(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409, 2001. 7.27.; 근로기

5557, 2006.10.10.)’이라고 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미온 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에 해서도 처음에는 가사사용

인의 개념을 용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다가 변경한 이 있다.
286) 하갑래(2011), “가사근로자의 법 지 에 한 연구”, ｢노동법학｣ 제37호, 한국노동

법학회, 214-217면 참조.
287) 지난 2010년 6월 제9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동 약의 안을 채택하

고, 2011년 6월 제100차 ILO 총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우리나

라 국회 외교통상통일 원회에서는 2012년 9월 26일 “가사노동자를 한 양질의 일

자리 약 비 동의안 제출 구 결의안”을 원안 로 가결하 다.
288) 가사사용인이라는 명칭은 근로라는 표 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성 인정에 



- 157 -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동3권 보장, 강제노동과 고용에서의 차별 철폐, 근로시

간과 휴게시간 등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최저임금의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의

무화, 현물급여에 대한 제한, 취업규칙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알선ㆍ소개업

의 적절한 규제, 정부의 적극적 정책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노력

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 가사근로자의 일자

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령을 제정하거나 일반 노동법령을 가사근로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보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289) 이것은 또한 가사근로의 전문성, 일반 고용관계로

서의 특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LO협약 비준 여부와는 별개로 가사근로자 보호 입법화290)

가 추진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해 오던 가사 관리, 자녀 양육, 간병 수

발 등 가사근로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 다. 여성고용률의 제고, 

일ㆍ가정 양립이라는 노동정책적 관점, 간병ㆍ보육이라는 복지정책적 관점에서 

돌봄노동의 수요는 더욱 늘고 공급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늘어나

소극 이라는 인상을  수 있고 가사사용자와 혼동될 우려도 있다. ILO 제189호 

약에서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우리 노동 계법에

서는 근로라는 표 을 쓰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가사근로자’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다. 가사근로자란 명칭이 가사사용인과 비교해 볼 때 근로자성을 정하

는 의미와 함께 일반 으로 인식 가능한 표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89) 가사노동에 한 각국의 입법례에 해서는 윤자 (2011), ｢가사사용인의 근로실태 

 보호방안｣(정책용역연구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53-106면 참조.
290) 이 에도 가사사용인에 한 근로기 법 일부 규정 용 등 노동 계법에서 가사

근로자가 면 용 배제되는 것을 완화하려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

기되었다. 재 제19  국회에 계류 인 법률안으로는 2013. 5.20. 김춘진 의원 

표 발의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안(5010)과 이와 련하여 최 임 법의 

가사사용인 용배제 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2013. 5.20. 김춘진 의원 표 발

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502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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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런데 가사도우미,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가사근로자들은 계속 증가

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대비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실업과 산업재해, 고령화

의 위험 등에서 아무런 안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291) 이에 따라 가사근로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

기준법의 제 조항을 가사근로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하게 하거나, 가사근

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

기 어려운 조항들에 대해서 가사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을 모법

으로 하되 근로조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가사근로

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독립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292)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회보험 관련 법령이나 

최저임금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가사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증가하

고 돌봄서비스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 등 노동법적인 논쟁적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하

에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서만 서술한다.

2.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

가사근로가 저임금, 장시간근로를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가사근로자

에 대한 최저임금법상 보호는 필연적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과 캐나다 등

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프랑스와 국, 미

국 등은 가사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단체교섭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있다. 아

르헨티나는 통상의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아닌 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결정한다.293)

291) 이와 련한 실태조사는 윤자 (2011), 앞의 보고서, 18-36면 참조. 
292) 하갑래(2011), 앞의 논문, 224-2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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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임금법 상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럴 경우에 여전히 사업과 사용

종속관계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거나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294)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자의 개념을 분명히 하

고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적용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근로자의 개념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가

사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295)라고 할 수 있고, 

근로의 실태를 반 하여 ‘임금, 급료 등을 목적으로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

인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개인의 가정 또는 따로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 또

는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ㆍ간병ㆍ보육ㆍ운전 등의 가사업무를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자’296)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

것은 가사근로가 가정297)을 기반으로 가사사용자의 지휘ㆍ감독과 명령에 의해

서 가사업무와 관련하여 비상업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가사근

293) 국가별 가사근로자에 한 최 임  용사례에 해서는 윤자 (2011), 앞의 보고

서, 66-67면 참조.
294) 컨  병원이 직  고용하거나 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간병인의 경

우에 근로자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간병인의 부분이 노동력 개기구나 

병원  환자 등 구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환자로부터 직  간병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간병인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와의 계를 

법 으로 어떻게 단할 것인가가 쟁 이 될 수 있다. 결국 간병인이 제공하는 노

무가 ‘ 구의 사업 는 사업장에 종속 인 계에서 임 을 목 으로’ 제공되었는

가가 간병인의 근로자성 문제의 핵심으로 남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근로기 법

상의 근로자를 상으로 하는 최 임  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련해서는 윤애림(2013), “간병인의 근로자성과 노동법  보호 방안”, ｢노동

법학｣ 제48호, 한국노동법학회 참조. 
295) 2013. 5. 20. 김춘진 의원 표 발의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안(5010) 제2

조. 여기서 가사근로란 가사 리, 보육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 련 서비스

를 의미한다.
296) 하갑래(2011), 앞의 논문, 223면 참조.
297) 여기서 가정이라 함은 가사사용자가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에 입

원해 잇는 환자가 가사사용자일 경우에도 가사근로의 개념에 포함될 것이다. 하갑

래(2011), 앞의 논문, 2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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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내용은 다양하고 포괄적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실태를 고려한 보호의 필

요성에 의해 대상근로를 열거하여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가사근로

의 양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다시 배제

되는 가사근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기

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사근로자에게 동법을 적

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동법률안 제3조) 이 경우 특별법인 동법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된다(동법률안 제4조 및 제15조). 이것은 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과는 배치된다고 하

겠다.

한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더라도 재가 보육 또는 간병인 등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휴게시간은 길

고 근로시간은 짧게 조정되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감시ㆍ

단속적 근로자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298) 근로계약 단계에서부터 근로시간의 

길이와 배치에 대해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의 법률안은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동법률안 제39조). 이것은 최저임

금법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아마 가

사사용인의 위반행위가 중첩적이거나 반복적일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비난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인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사

실의 판단에 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면 될 것이고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력의 

면에서는 경제적 제재방안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실제

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대개는 시정조치로 해결하고 사법처리하는 

298) 감시ㆍ단속  근로자 보호를 하여 과도한 휴게시간과 기시간을 지양하고 휴게

ㆍ 기시간의 한 설정과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하자는 의견으로는 박은정(2014), 
“감시단속근로자 최 임  용방안 연구”, ｢노동법학｣ 제49호, 한국노동법학회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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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극히 드문 것을 감안할 때 근로감독기관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가사사용자에 대해 가혹하고 용이한 제재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와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

항이다.

가사사용자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 근로를 통하여 어떤 부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내지는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가사사

용자 자신이 할 일을 가사근로자가 대신 하는 것이고, 가사사용자는 그 시간을 

더 나은 경제활동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업에 있어서 원칙

은 품앗이처럼 내가 받은 만큼의 노동을 그대로 또는 보태서 노동으로 되갚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한 노동이나 여가의 가치를 나를 대신하

여 한 노동의 대가로 그대로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의 임금으로 지

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사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299)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서는 가사근로의 개념과 내용을 명

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하고, 가사근로의 실태와 임금체계, 근로감

독방안 등을 면 하게 검토하여 관련 법률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마련에 더하여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

다. 

Ⅳ. 최저임금 적용 특례

1. 장애인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부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

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모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

299) 참고로 2009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업주부의 가사근로의 가치를 체 직종

의 시간당 평균임 을 근로시간 수에 곱해서 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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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거나 감액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300) 저임금 장애인근로자의 생활보

호, 고용상 차별금지, 헌법상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근로권ㆍ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장애인근

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오히려 더욱 크다는 취지에서이다.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거나 감액 적용

하고 있고 적용 제외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소수이

다.301) 그런데 전면 적용이나 특례 적용을 단순하게 장애인근로자 임금 보호 

정도와 관련지어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나라에서 일부 

장애인근로자의 근로능력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라별로는 장애인 고용실태나 장애인 고용(지원)정책, 노동행정, 복지

정책, 최저임금 수준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근로능력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차별이고 노동

력 착취이다. 만일 이런 사정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주된 이

유로 한다면 전면 적용으로 족하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와 업무의 내용이나 특

성을 연관시켜 근로능력의 차이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

액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한 장애인 고용보호에 도움이 된다.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300) 2012. 12. 7. 강창일 의원 표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3040)은 장애인에 

한 최 임  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직업재활기  등 장애인의 근로능

력이 히 떨어져 최 임 액 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할 최 임 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

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소 원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301) 조사 상 OECD국가 21개국  최 임  특례 용을 하는 국가는 감액 용 6

개국, 용 제외 3개국 등 모두 9개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해서는 한국

재활복지 학(2009), ｢장애인근로자 근로실태  최 임  용방안 연구｣, 고용노

동부, 98-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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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

가를 받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

다. 적용제외 인가 대상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 작업능

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이다. 이때 작업능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 사용자가 인가 신청을 할 때는 장애인근로자의 장애 상태, 취

급업무, 작업능력, 지급할 임금액과 함께 동종 직종의 평균작업능력과 임금액,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필요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실제 적용 제외 인가 시 필요한 것은 근로자별로 해당 업무에 요구되는 기

본 근로능력과 장애인근로자의 제한적 근로능력을 타당하게 비교하고 그에 따

라 임금을 적절하게 감액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행정실무상 인가과정이 

세세하게 합리적ㆍ합목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적용제외 허가서를 발급할 때 ① 해당 

근로자의 장애가 최저임금의 확보를 실제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가, ② 해당 

장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가, ③ 해당 근로

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고려한다고 한다. 만약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요구하거

나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허가서 발급을 거부한다. 근

로감독관은 합당한 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며 그 과정에 근로자의 조

력제공자나 변호인을 참여할 수 있게 한다.302)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타당한 사유에 의한 

일부 감액을 허용하는 것이 장애인임을 이유로 부당하게 임금을 덜 지급하려

는 시도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체계상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감액의 

방법과 적정성 문제는 남는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장애인근로자에게 일률

302) 한국재활복지 학(2009), 앞의 보고서, 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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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액률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고 개별 장애인근로자별로 해당 업무에서

의 노동생산성을 평가하여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반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감액하여 적용한다.303)

장애인 고용실태와 노동행정의 적실성 외에 최저임금 수준이나 장애인 고용

(지원)정책, 복지정책 등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정책에 향을 준다.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은 국가에서는 장애인 적용 제외나 감액이 의미가 없

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장애

인 고용을 시장에 맡기더라도 장애인고용지원정책이나 복지정책을 통하여 장애

인의 고용을 보호하고 소득보장을 해줄 수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이나 

최저임금과의 차액 보전 등이 유효한 수단인데 여기에는 재정적 문제가 따른

다. 

일반기업이 아닌 장애인직업재활기관, 사회적기업 등 보호작업장에서의 최저

임금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호작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별개로 하고, 장애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특히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근로

자의 임금 수준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저임금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적용이 고용기회의 자력구제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닌 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고용기회의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들이 필요하다. 최저임금법의 조문 변경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 감액 적용

가. 수습사용 기간 중의 감액 적용 문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

303) 호주, 미국 등의 감액 차와 감액방법  비율에 해서는 한국재활복지 학(2009), 
앞의 보고서, 100-1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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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이내의 수습사용 중인 자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의

해 10%의 감액률이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논의

를 생략하고 수습사용기간 중의 감액 적용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수습사용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습근로자

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점과 향후의 계속고용가능성을 고려한 것인데 최근 이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되고 있다. 1년 미만의 단기간근로계약에게는 감액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습

기간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수습기간 감액제도가 특히 노동법 관련 지식이 부족한 연소근로자와 외국인근

로자에 대한 임금착취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수습기간 감액 적용 폐지 내지는 

축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304)

대체로 최저임금의 한계선 상에 있는 직업의 업무는 대체로 단순ㆍ반복적이

기 때문에 긴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때로는 사용자가 노동비용 절감을 위

해 수습기간 3개월 후 해고와 신규채용을 반복함으로써 오히려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것이 폐지 또는 축소 주장의 이유이다. 반면에 사

용자측은 수습기간 중의 낮은 생산성과 임금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반대한다. 

적잖은 중소기업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형성되고 이를 기초로 연장

근로수당 등 다수의 수당이 산정되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

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양성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수습기간이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이다.305) 

304) 2013. 9. 9. 김승남 의원 표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6745)은 최 임 액

을 감액 용하는 수습사용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305) 이에 하여 고용노동부는 2014. 7.14. 1∼2주의 직무훈련 만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을 이유로 한 최 임  감액 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최 임 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고하 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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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 문제

고령자의 취업난 및 생산성 감소 등을 이유로 고령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하려는 논의가 있다. 경 계는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고

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고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서는 정년 보장조

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액 적용 

시 감액적용연령 바로 아래 연령의 고용회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다.306)

최저임금의 적용 특례는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의 차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근로능력의 차이로 인해 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

다는 정책적 고려에 근거한다. 그래서 연소자 또는 장애인을 합리적 차별의 범

주로 설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경이한 업무에 종사한다

는 이유로 적용 특례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그런데 적용 특례 대상자의 근로능력은 원래 개별적으로 해당 업무에서 필

요로 하는 일반적 근로자의 가장 낮은 근로능력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어떤 업무가 경이하거나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의 특례

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307)

연소자나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성장함에 

따라 숙련을 꾀하고 더 나은 고용기회의 확보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된다. 그

리고 연소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있는 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306) 김종각(2009), “사회통합과 내수확 에 기여하는 최 임 ”, ｢월간 경 계｣, 한국경

자총 회, 18~19면 참조.
307) 감시․단속  근로자에 하여 최 임 이 감액 용된 것은 실의 근로조건과 

실태를 감안하여 최 임 제 용 상을 유연하게 확 하고자 하는 취지 다고 본

다. 근로기 법상 감시․단속  근로자라는 범주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상집단으

로 하여 실  이유에서 개별 인가를 조건으로 감액 용한 것일 뿐 업무의 경이

함이 감액의 근거는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시간의 길이와 배치에 한 것

이며 그것은 감액 용이 폐지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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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현실적 고려에서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가구 내 소득창출에서의 역할’, 즉 가구 내에서 주요소득근로자

(primary worker)인가, 또는 부가소득근로자(additional worker)인가에 따라 후자

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수준을 차등화하

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경우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고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소득근

로자일 가능성이 크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동 직종의 근무형태상 

중고령자의 취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중고령근로자 수도 많아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고용대체를 우려하여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

하 던 것이다.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 고령근로자의 연령대를 합리적으로 정

하기도 용이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의 고령자에 대한 감액적용은 오히려 기존

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거나 고령자가 아닌 근로자의 고용을 대체하는 부작용

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령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308) 따라서 중고령자 인력활용정책은 경제활동참

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의 질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이 고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은 없

다. 고령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일자리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그

러한 일자리가 새롭게 늘어나지 않는 한, 그것은 최저임금을 낮추면 고용기회

가 확대된다는 말과 다름없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고

령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특성화된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 최저임금이 포괄

하는 범위 또는 수준의 적정성, 노령층에 임금소득 외에 지원되는 복지정책 유

무와 수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음에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일이 똑 같고 요구되는 최소 근로능력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

금 적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의

308) 통계청의 ‘201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고

령층(55~7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1%, 고용률은 53.9%에 이른다. 희망근로연령

은 72세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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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맡겨둘 수도 없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309) 최저임금은 원칙적

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일정한 금액만큼은 주어야 한다.”는 것, 

즉 생활보장이라는 규범적 의미이기 때문에 특례 적용은 예외적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대상집단이 합리적 이유에서 하나의 범주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하

고, 그런 가운데서도 개별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되

어야 한다. 언제라도 누구로든지 대체 가능한 단순반복 업무에서 차별이 합리

적일 수 있는지?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값싼 노동력으로의 대체 수단이 되어

서는 안 된다.

제2절 산입임금

Ⅰ. 비교대상임금 개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

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정 최저시간급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임금항목(최저

임금법 제6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을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310) 최저임금법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 을 경우 

받게 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을 그 규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적용상 구체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

는 비교대상임금이라는 도구개념을 설정한 것이다.311)

309) 2008. 11. 18. 김성조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802073)에서는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명시 으로 동의한 경우 최 임 을 감액 용하자고 하

다. 
310) 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결.
311) 정인섭(2007), “최 임 법상 비교 상임 과 통상임 ”, ｢노동법연구｣ 제23호, 서

울 학교노동법연구회,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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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명

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한 임금에

서 제외되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에서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입임금은 1차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해야 한다.

비교대상임금은 산정, 지급기간이 1월 이내인 임금이다. 최저임금법은 소정

의 근로에 대한 임금 전체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만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4항 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2).312) 따라서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과나 계속근

무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까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단기간에 최저

임금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규범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

운 사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월 이내의 단기간 내에 최저임금의 지

급을 확보하려는 일종의 정책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13)

또한 비교대상임금은 다른 임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이 아니라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에 통상임

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항목처럼 사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의 대

가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314) 판례도 통상임금과 비교대상임금

31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에게 지 된 임 이 정기 이고 일률 으로 지 되

었다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이상 지 된 임 이 아닌 경우에는 최 임  용 산입

임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임 68200-471, 2003. 6. 20).
313) 정인섭(2007), 앞의 논문, 137면 참조. 
314) 최 임 법 시행령 제5조 2항은 생산고에 따른 임  지 제 는 도 제로 정하여

진 임 에 해서도 비교 상임 에 포함된다는 것을 제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최

임 제도 업무처리지침(임 근로시간정책 -3848, 2006. 12. 20)도 생산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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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당으로 특별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아니므로 소정의 근로시간 또

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임

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 다.315)

이상을 요약하면 비교대상임금의 개념 내지 요건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며, 지급형태상으로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

정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316) 물론 비교대상임금에의 포함 여부는 그 명칭

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과 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

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은 최저임금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317)

Ⅱ. 비교대상임금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으로, ① 매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임 이 비교 상임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315) 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결.

통상임 의 범 와 련하여 이후에도 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

기에서는 근속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통상임 이 아니라는 단보다는 통상임 과 비

교 상임 을 구별한다는 과 명칭에 불구하고 최 임 법에 의해 명시 으로 비

교 상임 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실질 으로 단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는 에 주목하고자 한다.
316) 이철수(2010), “최 임 법상의 비교 상임 에 한 비  분석”, ｢노동법연구｣ 

제28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43면 참조.
317) 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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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규

칙 제2조에서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과 포함되는 임금을 다음과 같

이 예시하고 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

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처음부터 그 산정기간을 

1월 이내의 임금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단기간에 최

저임금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

라서 장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판례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

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318) 또한 1개월을 초과하여 산정되는 임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

급하는 임금이라도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

으로 1개월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근로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

금에 산입시킬 수는 없다(임금68200-894. 2001. 12. 29.).

구체적으로는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

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ㆍ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

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318) 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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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등이다.

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되는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① 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② 

연장시간 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③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④ 일직ㆍ숙직수당, ④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

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등이다.

다.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따로 정한 것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구체적인 것으

로는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

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들 수 있다.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지급되는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

이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

다.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판단근거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과 최저임금 적용 산입임금 범위 규정의 기능과 필요성에 비추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는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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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

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통요건으로 ①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

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

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

(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들고 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으로는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

로 ①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②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③ 기술수당ㆍ면허수

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ㆍ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

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④ 벽지수당ㆍ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⑤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⑥ 생

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

급하는 수당, ⑦ 그밖에 ① 내지 ⑥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이 있다.

예시된 임금 및 수당은 위에서 살펴본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 적용 산입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0-630, 2001. 9. 8.). 이러한 판단

에 있어서 별표에 예시된 임금은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

금의 취지, 노사자치규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이나 

근무형태, 지금껏 임금지급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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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에 열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에 산입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Ⅲ. 통상임금과 비교대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 해고예고수

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준단위임금 역할을 한다. 이러

한 도구개념으로서의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

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법률상 통상임금

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고319) 그 개념과 범위는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실질적 요소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지급형태상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320)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

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한다. 즉 통상임금은 노동력(노동)의 노동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

319) 근로기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 을 “근로자에게 정기 이고 일률 으로 

소정(所定)근로 는 총 근로에 하여 지 하기로 정한 시간  액, 일  액, 
주  액, 월  액 는 도  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게 근로기 법시행

령이 통상임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례에서 통상임 의 개념 정의 시 그 내용

을 인용한 도 있지만, 근로기 법에 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을 고려할 때  

규정의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김홍 (2013), “통상임 의 해석상 쟁 ”, ｢노
동법연구｣ 제35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5면; 도재형(2013), “통상임  소고”, ｢
노동법연구｣ 제35호, 서울 학교노동법연구회, 58면 참조.

320) 이하에서는 통상임 의 단기 을 구체 으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2013년 

법원 원합의체 결( 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결; 법원 2013. 
12.1 8. 선고 2012다 94643 결)에 기 하여 서술한다. 이철수(2014), “통상임  

련 2013년 원합의체 결의 의미와 평가”, ｢통상임 , 원합의체 결의 의미와 

과제｣, 2014년 한국노동법학회 학술 회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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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떻

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노동력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하 는가가 법해석론상 주요 관심사이고 이

것은 규범적 평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321)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는 통상임금

의 기능과 필요에 비추어 사전적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판례상의 ‘지급하기로 약정된’이라는 문구는 통상임금의 사전적 성

격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상임금은 사전적ㆍ평가적 

의미의 임금 개념이다.322)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

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323)

일률성이란 어떤 임금이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324)이어야 

321) 이철수(2010), 앞의 논문, 44-45면 참조.
322) 이철수(2004), “통상임 에 한 례법리의 변화”, ｢노동법연구｣ 제17호, 서울 노

동법연구회, 38면 참조. 
323) 통상임 의 정기성 요건은, 정해진 시기마다 지 하면 되는 임 의 정기성과 달리, 

1개월 이내의 정해진 기간마다 지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

었고, 노동부 규 제476호 ｢통상임  산정지침｣(2002. 1. 22.)도 ‘1임 산정기간’ 요

건을 기 으로 통상임 과 평균임 을 구분하 다. 하지만 통상임 의 정기성 징표

는 통상임  단의 (前) 단계에서 특정 부가 임 에 해당하는지를 단할 때 

작용하기 때문에 종래 련 례에서 굳이 정기성에 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

은 것이고(도재형(2013), 앞의 논문, 59-60면 참조), 앞의 2013년 법원 원합의체 

결에서는 임 의 명칭이나 지 주기의 장단은 통상임  단에 원칙 으로 향

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인하 다.
324) 일률성 단에서 사용되는 ‘고정 인 조건’은 그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지 이 

정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통상임 의 범 에서 제외되는 기 일 뿐이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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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

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

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어

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

소로서 통상임금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

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과거 판례는 고정성의 유무를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고정성 논란

을 불러일으켜 왔지만 고정성 판단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는 사전확정성이다.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징표가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

용하지만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통상임금임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여부의 판단은 실질적인 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상정한 노동력의 가격 또는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통상의 노동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여야 한다.325) 사용자 임의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성과 일

률성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별하지만, 항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에 의해 ‘규범적 여과’를 받아야 할 것이다.326) 통상임금

그 고정 인 조건을 성취한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통상임 의 범 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에서 통상임 의 고정성 징표와는 다르다고 한다. 김홍

(2013), 앞의 논문, 33-34면, 39면 참조.
325) 이철수(2004), 앞의 논문 38면 참조.
326) 이철수(2013), “통상임 에 한 최근 결의 동향과 쟁 ”, ｢서울 학교 법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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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한 입법취지와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근로의 가

치를 적정하게 반 하여야 하고 사전에 미리 확정될 것이 요구된다. 원칙적으

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거

나 일시적인 경우’나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의존하는 경우’를 제

외하면 고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327) 고정성 개념도 통상임

금의 사전확정성과 적정 반  필요성이라는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

어야 하는 것이어서 고정성 개념은 사전확정성으로 이해하면 족하고, “앞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받게 될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임금’”328)이면 

고정성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29)

어떤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사전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다른 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게 

될 뿐이다.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이 다른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처럼 기술적으로 사

전에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개념상 원

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330) 굳이 비교를 하자면 통상임금은 앞으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받게 될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임금’이고 

비교대상임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받게 될 ‘임금지급의 시점에서 확정되

기만 하면 족한 임금’이다.331) 다만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과 비교대상임금의 

기능과 필요성에 비추어 타당한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 산입임금 범위를 정

하게 된다.332)

54권 제3호, 서울 학교법학연구소, 898면 참조.
327) 이철수(2013), 앞의 논문, 903-904면 참조.
328) 정인섭(2007), 앞의 논문, 138면.
329) 이철수(2013), 앞의 논문, 899-900면 참조.
330) 정인섭(2007), 앞의 논문, 142면 참조.
331) 정인섭(2007), 앞의 논문, 138면.
332) 과거 고용노동부 규 제476호 ｢통상임  산정지침｣(2002. 1. 22.)에서 규정한 통상

임 의 범 와 최 임 법에 의한 비교 상임 의 범 는 매우 유사하 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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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과 통상임금

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르다. 전자의 경우 ‘소정근

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추가로 고려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을 

적용(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하는 데 비하여 후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산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2항)한

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임금이더라도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에 의할 경우

보다 비교대상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에 의할 경우 후자의 금액이 더 크고 따

라서 최저임금액 미달 가능성도 줄어든다.333)

Ⅳ. 임금체계와 비교대상임금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한다.334)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 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

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

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하여 이철수 교수는 최 임 법 제정 당시의 통상임  련 례의 입장과 노동

부의 방침이 유지되어온 결과로 통상임 의 법리에도 맞지 않고 례의 흐름에도 

맞지 않으므로 통상임 과 비교 상임 을 동일하게 취 하도록 최 임 법 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철수(2010), 앞의 논문, 60-61면 참조.
333) 구체 인 사례에 해서는 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결; 정인섭

(2007), 앞의 논문, 143-145면; 이철수(2010), 앞의 논문, 41-42면 참조.
334) 강성태(2009), “포 임 제의 노동법  검토”, ｢노동법연구｣ 제26호, 서울 학교노

동법연구회,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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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35)

포괄임금은 둘 이상의 임금구성 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항목이 ‘약정된 일정액’에 포괄된 것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구성항목들을 근로시간과 연관하여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산정방법이 포괄임금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336)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

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

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337)

포괄임금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

는 한 그 범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반 법정수당(퇴직금과 같이 그 성

격상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분명한 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무효인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 기본임금을 도출

하고 그것을 기초로 실제의 근로 제공에 상응하여 개별적으로 수당을 계산하

는 것이 현실적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된다.338)

포괄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 여부에 있어서도 우선 ‘일정액’에 포함된 것

으로 간주하는 수당의 범위를 확정하고 주휴수당 등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이외의 제 수당을 포괄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확정한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의 길이와 배치(“합의시간”)를 확정하여 최대 합

의시간을 시간의 배치에 따른 법정 할증요율을 반 한 최대 임금(산정)시간으

로 바꾼다. 이렇게 하여 앞의 확정된 금액을 최대 임금(산정)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339)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근로자에 대해 포괄임금제의 지급방식을 취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감시근로자의 임금체계는 비교적 간

335) 법원 2012. 3. 27. 선고 2010다91046 결.
336) 강성태(2009), 앞의 논문, 264면 참조.
337) 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결.
338) 강성태(2009), 앞의 논문, 265면 참조.
339) 강성태(2009), 앞의 논문, 272면, 2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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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편이지만 근로시간의 길이와 배치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은 감시ㆍ단속

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만 적용된다)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야간근로수당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지급되

는 각종 수당들 중에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포괄임금에서 

공제하고, 야간근로시간을 법정 할증요율을 반 하여 임금산정시간을 산출한 

후 이것으로 앞의 금액을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것을 최저임금과 비교하

게 된다. 이것은 결국 어떤 근로자에게 임금이 포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을 때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준과 방식의 문제와 

다를 바 없음을 보여준다.

2. 택시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

악하기 어렵거나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

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시행

령 제4조).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없었고, 

이 경우에도 통상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내용을 준용하여 임금산정기간의 임

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

반 여부를 판단하 다.340) 

340) 이와 련하여 성과 업인의 최 임  사건에서 법원은 “① 근로형태가 임

이 도 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근로시간의 악이 어

렵거나 그 밖에 최 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임 액을 정하는 것

이 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② 노동부장 이 이에 해 최 임 을 결정

하지 않았다면 사건을 심 하는 법원이 최 임 법상의 결정기 ,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시간, 평균 인 생산고 등 제반 사정과 임 지 방식이 포 임 제라는 을 

고려하여 해당 성과 업인의 정한 월 최 임 액을 정할 수밖에 없으며 ③ 당

해 근로자의 생산고 는 업 의 일정단 에 의해 최 임 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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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근로자341)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업종의 특성상 사업주에게 받는 임금(임

금협정상에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는 임금)과 운송수입 등

에 의해 달라지는 개인수입(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의 변동급으로 

구성된다.342) 이런 점에서 택시근로자의 임금제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제로 보

아 종래에는 생산고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에 포함하

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 다. 이 경우에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가 2가

지 이상의 임금으로 구성되므로, 기간을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해서는 비교대

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과 

생산고임금(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게 된다.343) 

그러나 이 경우에 성과급(개인수입, 업적급, 성과수당 등)을 개인별로 측정하

기 어렵고, 시기별로 다르며, 또한 주야간에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344) 실제로 사용자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협정서상의 월정급여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택시근로자의 최

비교 상임 액에 포함될 수 없는 임  는 수당이 포함되도록 정할 수 있고, 그

와 같이 하여 최 임 액이 결정되었다면, 지 된 임 이 최 임 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단할 때도 지 된 임 에서 ‘비교 상임 에서 제외되는 임 ’(최 임 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  는 수당 등)을 공

제할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입법형성 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 2007. 6. 
29. 선고 2004다48836 결 참조.

34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

택시운송사업에서 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여기에서는 편의상 택시근로자라

고 한다.
342) 사납 제는 사납 에 상응한 고정 인 여와 일정한 연료량이 지 되고, 사납  

과액의 운송수입 은 택시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가 지 하는 연료량 이상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시근로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34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 근로시간정책 -678(2005. 12. 24.), 임 근로시간정책

-635 (2005. 12. 14), 임 정책과-3261(2005. 8. 30.) 등 다수.
344) 택시업종의 근무제도와 임 제도에 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2008), ｢택시최 임

제 용에 한 연구｣, 고용노동부, 46-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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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한정하

라는 노동계의 주장을 반 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택

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345)

이에 따라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적용이 배제되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닌 단

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

상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

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1임금지급기 내의 산정ㆍ지급 기준, 고정적 조건 여

부,346) 복리후생적 성격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임금이 비교대상임금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도급제 형태로 운 되는 다른 업종과 달리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생산고

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배제하고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것,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택시근로자의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가 법정(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26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법

률체계상 다소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택시운송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서비스제공의 안전성과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택시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보다 강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 업종과의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초과운송수입금 비중이 큰 임금체계를 그대로 둘 경우 택시근로

345) 2007. 12. 27. 최 임 법 개정(법률 제8818호)으로 동 조항은 2009. 7. 1.부터 특별

시  역시에 용되고, 2010. 7. 1.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시 지역으로, 2012. 
7. 1.에는 나머지  지역으로 확  용되었다.

346) 택시업종의 경우 무사고와 불법 업행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

지  여부가 결정되는 등 근무일수와 비례하여 지 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충족이 

임 지  여부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지 않다. 이에 하여는 일차 으로 통상임

 해당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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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택시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구성에 관하여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택시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지나

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

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조항 자체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직접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내용을 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와 무관하게 일정기간의 

근로에 기하여 일정액씩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347)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인 제6조에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 임금범위의 특례를 정한 것은 입법체계와 운용상 매끄럽지 못한 측면

이 있다. 도급제를 포함하는 형식의 택시근로자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통상

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

도로 정하는 것이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별

도로 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면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제로 제5조 제3

항을 폐지하고 택시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자와 똑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 는데

(동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은 이를 다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에 맡겨두고 있다(동시행령 제5조의2). 이것은 최저임금의 준수와 향상을 기본

으로 하는 최저임금 효력의 강행성과 규범성(동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해할 우려가 있다. 협약자율의 촉진이란 측면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

347) 헌법재 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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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위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핵심적 부분

인 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의 획정을 당사자에게 위임하도록 한 동법 시행령

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일정한 제한

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타인 결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

다.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이 유지되기 힘든 현실에 국가가 개입한 결과인 

최저임금의 중요 부분을 또 다시 개별 근로자와 개별 사용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입법적으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으로 한다.”에 이어 “단체협약에 의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임금 구성의 변화만으로도 

최저임금 규율을 준수할 수 있다고 하 는데, 그것이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

의 방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현재 택시근로자 최저임금제 운용실태상 심

각한 변칙적용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기왕에 지급하던 상여금이나 제 수당

을 변형시켜 기본급화하거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조정하되 그에 맞춰 

사납금을 인상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일반적이

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임금협정상의 근무일수는 고정시키고 임금지급 근로시

간 수는 실제근로시간 수보다 줄이고,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간은 없애거나 줄

이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무력화

시킨다.348) 또한 이것은 택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낮추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 

348) 를 들어 도시의 경우 1일 2교 , 주 40시간, 하루 6시간 40분 근로를 기 으로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이 지 않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9~11시간에 이르고, 
소도시의 경우에는 무 심각하여 기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인 곳도 있다. 최

임  특례 용 이후 택시근로자의 근로실태에 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2013), ｢
택시업종 최 임 제도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배규식(2012), “최 임 제의 

취지를 왜곡한 택시의 최 임  용”, ｢노동리뷰｣2012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2013), ｢최 임 법 제6조 제5항(택시근로자 최 임  산입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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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도 어렵게 한다.349)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산업 구조조정 필요성과 

함께 택시의 사납금제를 없애거나 개혁하여 택시운송수입금을 회사가 모두 직

접 관리하고 택시근로자에게 수입금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이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사용자가 지배하고 관리하는 운송수

입금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관리하여 지급하는 생산고에 따

른 임금(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는 조건 아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근

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경우에는 

택시근로자 월 수입총액의 일정비율을 고정급으로 하여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납금제하에서 운송수입금 가운데 사업

자가 지배 관리하지 않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이지

만, 사업자가 지배하고 관리하지 않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4대보험료 납부 등에서도 제외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택시근로자의 보호에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택시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 택

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훨씬 줄인 것은 근

로감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장 밖의 간주근로시간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그

리고 택시운송사업에 대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대상(동법 제59조)에서 

제외하거나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350)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공

한 입법 향분석｣ NARS 안보고서 제209호 참조.
349) 퇴직  산정의 기 가 되는 평균임  산정에는 사용자가 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

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과운송수입 은 평균임  산

정에서 제외된다. 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결 참조.
350) 택시근로자 최 임 제 개선방안에 해서는 배규식(2012), 앞의 논문, 89-90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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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편의상 야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업무특성 및 기술상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수입금 보충을 위해 연장근로를 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에 

반 되지 않아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중의 편의

와 함께 택시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대제나 시차제의 도입, 인력조정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택시운송사업과 같이 공중의 안전이 고도로 

요청되는 업종에서 공중의 편의를 이유로 근로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351) 

Ⅴ. 비교대상임금 범위조정문제

그 동안 경 계는 최저임금억제를 위해 고정상여금 월할분과 기타 수당을 

외국인근로자 숙식지원비용(현물급여)과 함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계

속하여 주장하여 왔다. 비교대상임금이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저임금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의 향을 받게 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경 계의 주장을 따를 경우 향후 최저임금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사

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만일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에는 통상임금에도 함께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52)

국노동연구원(2013), 앞의 보고서, 112-113면; 국회입법조사처(2013), 앞의 보고서, 
41-44면 참조.

351) 김유성(2005), 앞의 책, 166면; 김재훈(2000), “근로시간 련 규정의 용 특례ㆍ배

제 조항에 한 법  고찰”, ｢노동법의 쟁 과 과제｣(김유성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22면 참조.

352) 통상임  법리의 변화에 따라 통상임 에 해당되는 임 의 범 가 확 되는 추세

에서 노동계가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정

상여 은 물론 일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 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재직요건을 이

유로 복리후생비가 통상임 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최근의 례( 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94643 결)에 해서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다. 아울러 복

리후생비가 매월 1회 이상 지 되고 그 지 형태상의 정기성과 일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불구하고 비교 상임 에 아  포함시키지 않는 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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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상여금이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다수 국가의 사례

를 들거나, 통상임금 판례법리의 변화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

위가 늘어나고 있음을 이유로 비교대상임금도 이에 맞추어 그 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었다.353)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

입임금에 대한 기준의 변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노사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가

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354)

원칙적으로 통상임금과 비교대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에 대한 적정한 평가

의 문제라는 점에서 법리상 다를 것은 없지만,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조정은 최

저임금법의 입법목적과 비교대상임금의 필요성과 기능, 명확성의 면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

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최저임금 적용 산입임금 

범위조정 논의에 있어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즉 비교대상임금 범위 개정논

의가 실질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저하시킬 목적이나 방법으로 접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355)

그런데 과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나 택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적용에

서 보듯이 기존의 임금총액은 변경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임금체계나 구성 항목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임금근로시간

이철수(2014), 앞의 논문, 13-16면; 이철수(2013), 앞의 논문, 898면; 이철수(2010), 앞

의 논문, 43면 참조. 
353) 임종률 외(2007), ｢근로기 법제의 장기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49-51면; 정진

호 외(2003), ｢최 임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32-39면 참조.
354) 임종률 외(2007), 앞의 보고서, 51면; 정진호 외(2003), 앞의 보고서, 41면 참조.
355) 한인상(2009), “최 임  용을 한 산입임 의 범 조정에 한 법률  검토- 상

여 의 산입여부를 심으로 -”, ｢성균 법학｣ 제21권 제2호, 성균 학교법학연구

소, 5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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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3848, 2006. 12. 20.)을 통하여, 기존의 임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ㆍ변경을 통해 상여금이나 수당을 통상임금화하 다면 비

교대상임금에 포함됨은 물론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근로자에

게 불이익한 변경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모두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새롭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집단의 현실적인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제가 유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

지와 꼭 모든 임금항목별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일응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근로시간 내에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유

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얻게 하려는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제의 목적이 추가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

은 문제가 있다.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근로능력

자의 가장 낮은 임금을 사회정책적으로 상정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개별 근

로자가 이를 상회하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최저임

금수준 근로자수는 가급적 최소이어야 하고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는 적정임금

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의도하는 정책적 효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은 파급효과를 통해 최저임금수준보다 차상

위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비교대상임금의 범

위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의 인상에 불구하고 종전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356)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규범목적상 1임금지급

기를 벗어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어서는 안 된다. 통상임

356) 기존에 지 되던 비교 상임 에 포함되지 않는 임 을 명목이나 지 방법을 바꿔 

비교 상임 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최 임  반을 회피하거나 실질 으로 

임 인상이 억제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통상임 에서도 고정성 요건을 회

피하는 방법으로 통상임 에 포함되는 임 의 범 를 이려는 시도가 허용되어서

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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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해당하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는 월에 비교대상임금에 포

함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종전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는 가급적 예측가능하고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임금체

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와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비교대상임금을 논리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명확해지지는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개별 임금항목의 통상임금 해

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

의 판단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중에서 비교대

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능한 명확하게(물론 이 경우에도 비교대상임금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덧붙여서 근로

계약의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과 함께 근로계약ㆍ임금대장 

검증제357)를 도입하여 근로감독체계 내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 또는 결정하는 것과

도 관련이 있다.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집단의 일반적 임금수준(대체로 중위

임금 또는 평균임금 수준)과 비교할 때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상호 근사해야 합

리적인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실태의 파악, 임금체계의 정

비와 함께 관련 통계의 적실성 확보가 요구된다.

결국 최저임금 적용 산입임금 범위의 조정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리적 타당성 외에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저임금부문의 임금수준을 상대적으로 억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포괄하고자 하는 범위와 절대적 수준에 대

한 검토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 수준을 적정하게 인상하고 이에 

357) 근로조건과 임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간 법  분쟁을 사 에 방

하는 취지에서 근로계약과 임 장을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김상률(2011), “임 의 개념과 제도상 문제 에 한 연구-근로기 법과 최

임 법을 심으로-”, 경북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229-2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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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제3절 실효성 확보

Ⅰ. 문제의 소재

1. 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

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최저임

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에서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

금의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58)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倂科)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또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359)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 제3항).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하

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360)

한편 최저임금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358) 고용노동부, ｢최 임 제도 업무처리지침｣(임 근로시간정책 -3848, 2006. 12. 20.), 
21면.

359)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 액이 최 임 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어떤 임 을 포함 

는 제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해서는 앞의 제2  ‘Ⅱ. 비교 상임  범

’ 와 ‘Ⅳ.2. 택시근로자의 과운송수입 ’ 참조.
360) 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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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7

항). 이것은 건축, 토목업 등에서 수급인이 대체로 그 지불능력을 도급인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확보하려

는 취지이다. 이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에는 ①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와 ②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가 포함된다(동법 제6조 제8항). 이러한 사

유로 도급인에게 발생한 연대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8조 제2항).

법인(또는 개인)의 대표자(개인은 해당 없음),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

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또는 개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동법 제30조).

그 외에도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

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는 임금의 범위, ③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이다(동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

1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31조 제1항).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과 관련한 감독 사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만일 이러

한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

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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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동법 제31조 제1항).

이렇듯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예정하고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절차의 면에서는 행정질서벌

인 과태료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에 대한 처벌 수위가 꼭 같지만 후자에 반의사불벌이 적용됨에 비하여(근로기

준법 제109조) 최저임금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그

리고 최저임금 위반에는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최저임

금 준수가 국가의 기본질서라는 점,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가장 기본

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최저임금 준수 확보 문제

최저임금이 사용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준수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

은 없다. 최저임금 위반이 피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에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자발적인 준수의 계기는 마련된다. 이것은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

최저임금 홍보 캠페인이나 안내 등 당사자와 시민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인

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의도적

인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

서나 적발 측면에서 현장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다수 

국가들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에 의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

독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하지만 근로감독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인원과 장비, 훈련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감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361)

361) ILO는 노동자에 한 감독자 비율의 기 을 경제 발달 정도에 따라서 산업시장국

가는 1/1,000, 산업화국가는 1/5,000, 과도기  국가는 1/20,000, 개발국가는 

1/40,000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미달한다. International Labour 



- 193 -

최저임금 위반에 대응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한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근로감독기관의 지급(또는 시정)명령 또는 소송 등에 의해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필연적이다. 예정된 법적 제재

가 위반행위를 사전적으로 적절히 억제할 수 있거나 위반 시에 피해구제가 신

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로 인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위반행위로 얻는 편익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만이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적

절한 수준의 실효성 있는 제재와 피해구제 수단의 확보는 최저임금 이행의 실

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방법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다수 존재

한다는 사실은362) 최저임금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Office(2006), Strategies and Practice for Labour Inspection GB.297/ESP/3, Governing 
Body 297th Session, p.4 참조.

362) 최 임  수 보다 낮은 임 을 받는 근로자가 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른바 ‘최 임 미만율’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최 임 미만율은 2013년 8월 통계

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에 따를 때 11.4%이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1
명 이상이 최 임 보다 낮은 임 을 받는 셈이다. 2013년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고용노동부)로는 최 임 미만율이 4.1%이다. 조사특성의 차이로 양 통계조사

의 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두 통계 결과로 볼 때 실제의 최 임 미만율은 상

당한 수 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2014), ｢2015년 

최 임 심의를 한 임 실태 등 분석｣, 최 임 원회 참조.

조사기간 ‘03.8 ‘04.8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임 근로자수(A)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미만근로자수(B) 689 849 1,213 1,442 1,891 1,747 2,104 1,958 1,899 1,699 2,086
미만율(B/A) 4.9 5.8 8.1 9.4 11.9 10.8 12.8 11.5 10.8 9.6 11.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 8월 원자료

최 임  미만율 체 추이(통계청)
(단 : 천명, %)

최 임 미만율과 련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 국가마다 최 임  

수 , 최 임  산정방식, 임 체계, 통계조사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지는 않지만, 한 국가의 최 임  수 이 지나치게 낮지 않은 한 최 임 미

만율이 낮다는 것은 최 임  반의 정도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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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적용대상의 과다 등이 최저임금 미만 임금 근로자 수에 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계속 줄지 않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

반사건을 대부분 시정조치로 대응하고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363)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

지만,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그 때만 최저임금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최저

임금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364) 결국 징역형이나 벌

금형을 규정하고 있어도 법 위반을 방지, 억제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비교적 소액인 최저임금 위반액에 대한 민사소송 구제의 어

려움을 감안하여 근로감독을 보완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자

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다.

의 경우 최 임 이 지나치게 높아 이를 수하지 못하는 불법상태, 즉 높은 미만

율이 발생한다고 경 계는 주장하기도 한다. 2014. 5. 30. 앙일보 26면 참조.
363) 201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최 임  반 건수는 1101건으로, 2012년 620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에 걸린 최 임  

반업체 6081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한 건수는 18건에 불과하고 6063
건(99.7%)은 시정조치하는 데 그쳤다. 아래의 표는 근년도의 고용노동부 최 임  

검결과 추이이다.

구분
검

업체수

반

업체수

최 임 법 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계 6조 11조 기타 계
시정

조치

사법

처리
과태료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2011년 23,760 13,167 14,718 2,077 12,614 27 14,718 14,707 11 -
2010년 20,151 11,200 12,085 1,144 10,939  2 12,085 12,072 10 3
※ 출처: 사업장 감독 산입력 집계자료

반조항: 최 임  미만 지 (제6조), 주지의무 반(제11조), 기타-임 에 

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미제출(제26조제2항) 등

364) 임 체불은 상 으로 고용노동부가 사법처리하는 사건이 많다. 그러나 사업주나 

경 담당자가 실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임 체불액에 비해 

극히 은 액수에 불과한 벌 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최 임  반이나 임 체불에 해 시정조치를 통해 사

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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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대비 적은 근로감독관 수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변호사 또

는 공인노무사 등을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의 관리

ㆍ감독을 강화함365)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으로 상향조정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저 

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차액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대위하도록 함

4)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직접 구두로 고지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함366)

이 중에서 관련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특별히 직접 구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기존의 게시의무와 같은 맥락이고 서면근로계약서 교부의무로

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반 차액을 고용노

동부장관이 지급하고 그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상 제약과 

행정력의 보강, 타 임금체불과의 형평성 문제 등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벌금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임금 위반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어쩌

면 처벌 강화에 방점이 실린 것인지도 모르지만)은 위반의 편익보다 그에 따른 

제재의 부담을 크게 한다는 점에서 일응 긍정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위

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거의 없고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의한 형벌의 위하력이 최저임금의 준수를 담보하지 못

하고, 형벌 고유의 법 위반 방지, 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사

365) 2012. 7. 19. 김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900738) 참조.
366) 2)-4)는 2012. 7. 3. 심상정 의원 표 발의 최 임 법 일부개정법률안(1900470)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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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을 하더라도 그 불이익이 미미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

을 가능성이 적다면 위반행위를 억제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에 단순히 형벌의 

강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도

록 하는 경제적 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행정질서벌이나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

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사전적 감시ㆍ감독의 

강화와 함께 피해근로자의 신속하고 용이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Ⅱ. 제재의 강화

1. 형사적 제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함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체불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차원을 

넘어 최저임금법의 목적 내지 존재 의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위반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정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의 국가에서 보편적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

적일 경우 금고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벌금은 공정하고 엄격해야 하며 위반 정도에 비례하고 충분한 억지력을 가

져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서 위법

하게 지급된 근로자 1인당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내 재범의 

경우 사용자는 최고 3,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수 개의 재범이 발생

하는 경우 새로운 재범의 횟수에 상응하는 벌금형의 누적 적용을 받는다. 네덜

란드는 1인당 최대 6,7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악질적 위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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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50%를 할증한다.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알제리, 벨기에와 도미니카공화

국에서는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형사 소추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미지불금액이 지불된 경우에 단순히 위반 사실만을 이유로 

하는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이나 

위반 사실을 신고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 

또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

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한 국에서조차도 고

용주의 방해 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 기소가 몇 건 있을 뿐이어서 최저임금 관

련 문제에 대한 형사 기소의 경우는 고용주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책으로 고려

되지 못할 만큼 드물다.367)

우리나라의 경우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관련 근로자수, 위반 액수, 반복 횟수 등에 비례하여 가중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행위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벌금액이 최저임금 위반 금액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가중 처벌 시 벌금액이 다액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

다. 따라서 벌금도 위반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로서의 효과가 있지만(특

히 가중 처벌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에 대해 직접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위반을 억제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67) 2006년과 2009년 사이에 국에서 형사 기소는 5건에 불과했고, 그  단 한 건만

이 최 임  지불 반과 련된 것이었다. Low Pay Commission(2009), National 
Minimum Wage, Low Pay Commission Report 2009, p.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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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제재

일반적으로 경제적 제재라 함은 법 적용대상자 또는 의무자에게 경제적 부

담을 지움으로써 법 준수 또는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말한

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 이외에 

유효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불이행에 대

해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심리적 강제를 통해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간접적 강

제수단’인 과태료, 과징금,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효력제한 등368)과 집행벌

로서의 이행강제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장래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행정명령을 전제로 한다. 최저임금 위반은 행정법

상의 의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최

저임금 위반에 대해 곧바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연결되는 구조는 부적당하다. 

최저임금 위반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명령이 전제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예방적 기능을 갖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집행벌은 직접강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에 대한 속박이 크고 남용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369)

과징금이란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

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 말한다. 과징금에는 ‘경

제적 이득의 환수’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의 요소가 함께 포함된다.370) 불법

적인 이익을 회수한다는 의미의 전통적인 과징금의 경우 위반자의 행위에 대

해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 최저임

368) 박정훈 교수는 ‘의무불이행에 해 부과하는 불이익 내지 제재’라는 에서 행정형

벌과 함께 이들 모두를 ‘ 의의 행정벌’이라는 통개념으로 악하여 모든 처벌이 

법 차원리에 의해 부과되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박정훈(2005),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 사, 322-324면 참조. 
369) 박정훈(2005), 앞의 책, 322면, 326면 참조.
370) 박정훈(2005), 앞의 책, 371-3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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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위반을 과징금으로 제재할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채권자인 것이 분명하다

는 점에서 전통적인 과장금의 경우와는 다르게 된다. 만일 최저임금 위반을 과

징금으로 제재한다면 과징금 중 일부를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371)

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이 될 수 있다. 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경우 위반자의 수익의 원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하력이 크다. 다만 업정

지나 허가취소 등은 제재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위반회수나 위반액수 등에 

따라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게 된다. 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은 제재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적 

제재로 두어 위반 정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37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행정적 제재이다. 과

태료는 법 위반에 대해 즉시 부과 가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에 대해 계속 부

과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과태료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응하는 

유효한 경제적 제재 방안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은 일부 행정질서의 위반에 

대해서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지급 위

반에 대해서도 벌금형 규정과는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증가시켜 법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세입세관청(HMRC)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미지급통고(a notice of underpayment)를 하는데 이 통고는 통지서상의 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체불금의 지급과 과태료(financial penalty)의 납부를 

내용으로 한다. 종전에는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것을 법 위

반을 확인하면 미지급통고와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하도록 개선하여 즉시 과

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한다. 과태료 액수는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된 각 근

로자의 체불금 총액의 1/2(최저 1백 파운드, 최고 5천 파운드)로 경제적 제재 

371) 국제노동법연구원(이철수 외, 2013), ｢최 임  반  임 체불 사업주에 한 경

제  제재강화 방안 검토｣, 고용노동부 , 121-122면 참조.
372) 국제노동법연구원(이철수 외, 2013), 앞의 보고서, 130-1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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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 과태료 부과는 형사처벌인 벌금형과 별개이며, 벌금형은 중대한 

위반인 경우 벌금형의 상한이 없는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통고일 14일 내에 통고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액

하도록 하여 체불금의 이행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 피해근로자의 구제가 신

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73)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사절차

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피해구

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이다. 경제적 제재의 수준은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은 최

저임금 부족지급액으로 애초부터 정해져 있다. 위반이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생각에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발되는 경우의 경제적 

부담이 위반행위로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상회하여야 경제적 제재의 효과가 

있게 된다. 경제적 제재 수준은 법 위반을 의도하지 않을 정도로 억지력이 있

는 현실적인 부담액이 되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3배 

배상처럼 이득액의 몇 배의 불이익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최

저임금 위반 액수가 소액일 경우를 감안하면 과태료의 상한 설정 외에 하한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고액의 과태료를 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체계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신속하게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과태료를 경감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수순을 정하면 될 것이다.37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와 벌금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과태료가 벌금형과는 달리 환형처분이 불가능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373) 국제노동법연구원(이철수 외, 2013), 앞의 보고서, 116면 참조.
374) 고용노동부는 2014. 7. 14. 최 임  반 시 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시정 시 과태료를 50% 범  내에서 감경하고, 2년간 기간  재 반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단계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의 최 임 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고하 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4-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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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행위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공익의 위반이라는 점과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에 형벌로 의뢰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과태료의 수준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비교대상임금 해당 여부의 문제로 인한 체불금인 경우처럼 가벌성이 낮

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감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피해근로자에게 체불금을 대신 지급하고 위

반 사용자에게 대위 청구하는 제도의 마련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피해 구제

피해근로자는 근로감독기관의 지급명령, 합의ㆍ중재에 의해 체불금을 지급받

거나, 자신이 직접 또는 근로감독기관이 대신 제기한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구

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의 진행은 개인의 권리 실현을 용이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또한 피해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위협이 되거나 절차 진행상 

어려움 또는 경제적 실익 때문에 위반행위를 고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도 한다. 이런 점에서 피해근로자에게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보호받으며 항

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치들이 요구된다.

우선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해 피해근로자의 비 보장이 침해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근로자의 고용에 악 향을 

미칠 수 없다고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일본, 미국 등 그 외의 많은 국

가에서도 사용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민원 제기나 구제 신청이 그들의 일자리가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 근로자들에 의한 최저임금 이행 확보가 불

가능해지기 때문이다.375)

375) Chiara Benassi(2011), The Implimentation of Minimum Wage: Challenges and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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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도 중요하다. 장기간의 어려운 관료적 절차는 피해 근

로자들이 호소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보상을 위한 대기시간을 줄여

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에 의해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에서처럼 사용자들이 신속하게 모든 체

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도록 하는 것은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

움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의 입증책임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기관이 소송을 대신하거나 소송비용 

면제 또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376)

완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불충분한 보상은 피해근로자가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사용자의 위반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체불금을 보상하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이것 또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한 형태

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에서 체불금은 산정 시점의 최저임금률로 산정

되므로 그 금액이 위반행위 발생 시점의 금액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것은 피해

근로자에게는 공정한 보상이 되고 위반 사용자에게는 패널티로 작용하게 된다. 

태국에서는 연간 1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체불금에 손해

배상금이 부가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377)

체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근로자는 민사소송에 의해 직접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체불금이 소액일 경우 민사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더

욱 번거롭고 어려워지고 위반 사용자의 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부과는 이

루어지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 전보적 손해배상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법의 전통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위반행위자의 악의적 

Solutions,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17 참조.
376) 호주에서는 집단소송에 한 선택권이 보장되며 임 이 게 지불 되었을 때 노동

자 단체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속 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 되지는 않고 있다. Ibid., p.26 참조.
377) Chiara Benassi(2011), op. cit., p.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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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비난 기능과 전보의무의 부과와 함께 법공동체에 대해서도 예방

작용을 하여 위반행위자는 물론 일반인들에 대해 장래의 유사행위를 억제하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법의 형벌과 민법의 손해배상이 결합된 형태로서 

형사법적 목적에 기여하는 ‘준-형사적(quasi-criminal)’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 별도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중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3배 

배상을 규정한 것 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응보수단인 형벌과 장래에 범해질 가능성(위험성)에 대한 예방수단인 징

벌적 손해배상은 그 본질과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

배된다고 할 수 없다.378)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것은 예방적 측면에서나 

피해구제절차로의 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타당성이 있다. 피해

구제와 공익 보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징벌적 배상이 과도하게 

설정될 경우 위반과 처벌의 균형이 문제가 되고, 이에 불구하고 배상액이 여전

히 소액일 경우 번거로운 민사소송으로의 이행은 이루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최저임금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비슷한 

효과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면 과태료에 의한 경제적 제재를 우선

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낫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제재에서 징수한 제재금을 피해근로자의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행정청이 과태료 등 제재금이나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원 중 

조사된 피해액을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국고로 귀속하되 근로자구

제기금 등 특별한 용도의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방범이 될 수 있다.

기금은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대신 수행하여 그 지급을 확보하

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379) 미국은 최저임금 위반이나 초과근로수

378) 김성돈(2013), “징벌  손해배상제도의 법이론  문제 과 그 극복방안”, ｢성균 법

학｣ 제25권 제4호, 성균 학교법학연구소, 281면 이하 참조.
379) 국제노동법연구원(이철수 외, 2013), 앞의 보고서, 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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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급 위반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지급통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세관청(HMRC)은 근로자를 대신

하여 관할 법원(고용법원 등)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도 최저임금의 소송을 당해 근로자는 물론 고용노동부가 대신하여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만 지방노동관서의 소송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대신에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배의 배상을 받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배상금을 피해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급하고 나머지는 고용노동부가 구제기금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행정감독 강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

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감독은 사전 

예방적 차원을 포함하여 위반행위 적발, 사후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제대로 

행해져야 효과적이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전적인 중요 수단으로 최저임금 홍보 캠페인, 안내 

등을 통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최저임금에 관한 의식 제고를 적극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다.380)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318 행복일터 캠페인’,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 

380) 표 인 국가로 국은 라디오 고, 커뮤니티 지역방송, 포스터(버스  지하철 

정류장 등), 홍보용 방문 버스, 이민노동자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등 매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 총선 이후 ‘포  지출검토’ 제도(Spending 
Review)하에서 홍보비 삭감이 이루어져 언론 보도나 직종 회 등 간 조직을 통

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등 체 홍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가 가장 실히 필요한 취약노동자일수록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간 조직의 역

할을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 히 공  고가 요하며, 이를 한 홍보 산

의 확보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국의 최 임  캠페인 활동에 해서는 Chiara 
Benassi(2011), op. cit., pp.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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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정책에는 연소근로자 근

로조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 단체와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최저임금 홍보자료,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친권자(후

견인)동의서 양식 등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최저임금 고시 안내, 적용 노동자, 최저

임금 산정방식, 기타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자료 등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근로감독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

획｣에 의거하여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사업장 

근로감독 현황을 보면 근로감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

부는 최근 들어 정기감독을 줄이고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필요와 사회적 으로 요구되

는 취약분야의 감독에 치중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독이 행해지는 사업장수가 

너무 적다.381)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이 어려운 이유는 근로감독관 수가 그 담당업무에 

비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쳐 근로감독관을 

통해 감독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근로감독관의 직무의 범위는 방대하다.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최저임금, 남녀고용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이른바 개별

적 근로관계법 분야의 근로감독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운 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행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의 관련 업무도 해당된다. 최근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되어 세사업장에서 퇴직금 체불 사건이 급증하

고 있다.382) 또한 비정규직 노동법 분야에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고용노동

381) 연간 약 1만 5천 건 정도의 수시감독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총 사업장 수가 1백5십

만 개소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1% 정도만 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382)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  체불사건은 6,085건(2010) → 7,121건(2011) → 9,337건

(2012)으로 증가되는 추이이다. 체 사업장(1,519,850개소)  4인 이하 사업장

(994,959개소) 비 이 65.46%에 달한다. 국제노동법연구원(이철수 외, 2013), 앞의 보

고서,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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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의 차별시정요구가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참조) 

차별시정업무도 2012년 8월부터 근로감독관의 업무로 추가되어 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중 체불임금의 청산지도 업무가 과다하여 상시적인 근로

감독을 통해 위반을 미리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매

년 30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생활과 접하게 관련됨

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383) 또한 체불임금 청산지도 업

무가 근로감독관의 일상적인 업무로 되어 근로감독관이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근로감독 즉 사업장 점검 업무를 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체불임금 청

산은 근로자측으로부터 신고된 사건에 대해 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법 준수

를 강제할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법은 소송상 청구나 또는 감독기

관에 대한 신고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되어 일상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방식의 근로감

독이 중요하다.

근로감독의 목적은 법위반의 적발과 시정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법위

반이 억제되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일회성 감독을 통해 적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제도는 근로감독관이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근로감

독, 즉 사업장 점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근로감독관들이 사

업장 근로감독업무를 상시적인 업무로서 중시하여야 한다. 노사동향파악 등 집

단적 노사관계 업무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체불임금 청산지도 

업무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

383) 2012년 한 해 동안 284,775명의 근로자가 1조 1,772억원의 임   퇴직  등을 받

지 못해 기본 인 생존권마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신고사건이 ’09년 30만건

을 넘어선 후 매년 30만건 이상 수되고 있고, ’12년 평균처리기간은 49.9일, 지연

처리율은 18.9%이다. ’06년(24만건)에 비해 ’11년(32만건)에 신고사건은 33% 증가하

으나 인력은 거의 증원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2013), ｢2013년 고용노동백서｣외 

각 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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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4)

고용노동부는 상시적 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7개 취약분야(연소자, 여성, 장애

인, 파견ㆍ사용업체, 근로시간면제, 외국인, 건설근로자)와 비정규직ㆍ사내하도

급, 최저임금, 취약분야 등의 사회적 이슈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많은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전문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한 장시간근로,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수시감독이 이루어지기란 힘든 실정이다. 고용노

동부는 매년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한다. 겨울방학기

간에는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이행여부를 점검

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최저임금지킴이’ 활동사업을 통해 취약업종의 법위

반 사례를 적발하여 사업주에 대해 시정요구와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385)

최저임금제의 이행 확보를 위해서는 감시, 감독과 조사를 포함한 집행활동이 

필수적이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상 제약에 따라 근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처럼 ‘우선순위(prioritizaion)’ 전략, 즉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 ‘위험(at risk)’ 하다고 간주되는 부문을 표적으로 하는 전략을 채

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처럼 주로 근로자들의 민원에 초점을 둔 근로감시도 가

능할 것이다. 만약 근로감시가 근로자들의 민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민원절

차에 대한 쉽고 안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과 호주 같은 

384) 김홍 (2013), “ 세사업장의 비공식 고용과 근로감독 제도”, ｢성균 법학｣ 제25권 

제4호, 성균 학교법학연구소, 583면 참조.
385) 실제로 최 임  반 여부에 한 조사는 수시감독 이외에도 최 임  지킴이의 

발, 사이버 신고센터 등의 신고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에는 국 

47개 지방고용노동 서에서 지킴이를 직  선발하여 활동(’12.4.23~6.1, 11.26~12.21)
한 결과 최 임  반(의심)사업장 2,030개소를 발견하고, 29,369개 사업장에 홍보

를 실시하 다. 2011년에는 2010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탁을 주어 수행(155명 지

킴이, 10주간 활동하여 734개소 발)한데 이어 최 임  수를 한 시민지킴이 

활동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2013), ｢2013년 고용노동백서｣, 1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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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은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비  직통 전화를 제공한다.386)

최저임금 위반 신고나 상담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신고의 과정에서도 대면

하여 상담과 조언을 받는 서비스의 보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의 소

통이 많은 곳에 노동지원센터 부스를 설치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신고 및 신청

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387) 

최저임금 위반이 주로 발생하는 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세사업장에서도 노동법의 준수를 점검하기 용이하도록 점검방

식의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 는가와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최저임금 준수, 주휴일 부여, 연소자 보호(연소자를 고용

한 사업장인 경우)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최저임금 

준수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시감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

로감독 점검 사업장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명예감독관 등 민간전문가의 조

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율점검 사업체를 정하는 방식을 다변

화함으로써 세사업장에도 자율점검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 모

색되어야 한다. 사업자단체 등을 연계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은 그 개

선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업종별 사업자단체(동종 사업자들의 협회), 프랜

차이즈 사업의 본점사업주 등을 매개로 그 소속 사업체들을 집합하여 자율점

검을 시행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나아가 사업자단체, 프랜차이즈 본점사업주 

등의 내부인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사업장 점검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

도 모색할 수 있겠다.388)

최저임금제도 이행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회 일반의 지지를 통하여 사

업주가 자발적으로 준수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자발적 준수의 조건이다. 안

내와 교육, 홍보를 통해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적절한 감시 감독과 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적 감독은 이제 단순히 최저

386) ‘선택과 집 ’을 통한 국에서의 최 임  반 감독에 해서는 Chiara Benassi 
(2011), op. cit., pp.22-25 참조.

387) 김홍 (2013), 앞의 , 586면 참조.
388) 김홍 (2013), 앞의 , 587-5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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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위반 사례의 적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위반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현실적 어려움에 비추어 적절하고 신속

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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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경제성장의 시기에 완전고용과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가능했던 적도 있지만 

세계화, 기술진보, 탈산업화, 금융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는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근로빈곤, 

임금격차 등 실업과 불완전 고용,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낳았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인 경제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사회경제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의 결과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분할된다. 노

동조합은 약화되고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 결정과 자본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구

조가 형성된다. 개인의 자립을 극도로 저해할 정도의 심각한 실업 수준이나 고

용 불안정을 줄일 적절한 정책의 부재에 불구하고 점점 더 자립을 독려하기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구조적 실업, 불완전 고

용, 저임금 일자리의 확대는 근로권의 실현은 고사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통합은 위기를 맞게 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기에 증가하는 저임금근로자들의 개별적 보호를 위해서 뿐

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대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성장패러다임이 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임금구조에 상향 압박을 가

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려는 거시경제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제가 기

능하는 것이다.

현실의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이 사실 성장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주도 성장전략이 그나마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의 

결과란 것이 본래 GDP 등 지표 중심의 총량적 효율성 개념으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그 성공 가능성 여부를 떠나 개별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 궁극적으로 

기여할지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의 헌법실현규범으

로서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된다. 경제는 사회적 정의라는 목적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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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운 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의 수준 문제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가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의 설정은 표준 설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

준이 낮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 현재 활용 가능한 통계에서 전일제 풀타임 상

용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중위값을 

구하고 그 50% 금액을 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 목표치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정기간 동안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 하

여 그 금액의 절대적ㆍ상대적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목표치 도달 후 최저임

금 결정은 통상의 결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항목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ㆍ통계ㆍ지표 등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권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

기도 했지만 대체로 현재의 3자구성의 위원회를 유지하되 공익위원의 중립성

이 확보되도록 최저임금 결정에의 향력이 큰 공익위원의 선정 방식을 바꾸

자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효율적 운 을 위해 공익위원만으로 최저임

금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포괄적 합의의 토대가 미약한 사회에

서 3자구성의 위원회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구체

적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풀어나감으로써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연대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달성은 효율성이나 제도의 완결성에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운 과 합의의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하여 최저임금제 운용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합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제는 제한적인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만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만연된 저임금근로에 대응하고 임금구조에 향을 미침으로써 종종 중

산층의 문제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정부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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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 대응 의지의 표출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제의 적용 제외나 감액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값싼 노

동으로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실질적 임금 수

준의 결정 문제가 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현실에서 지급되

는 실제 임금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이 법리

상 구별되지는 않는다. 다만 단기간에 최저임금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최저임금

제의 정책 목적상 1임금지급기를 벗어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비교대상임금에

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최근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에 따라 통상임

금과 비교대상임금을 동일시 할 경우 저임금근로자의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불구하고 증가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을 목표치를 

정하여 적정하게 인상하고 이에 맞춰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순화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는 가급적 예측 가능하고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임금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못지않게 최저임금 위반을 방지하거나 적발하여 제재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의 규범성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자율적 준수가 가

능하도록 사전적 홍보나 예방활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제재를 예고

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억제하거나 반복적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형사적 제재 외에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 효과가 있는 제재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충분히 위하력이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으로 얻게 

될 이익보다 불이익이 크게 그 수준을 설정하되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장

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피해근로자의 신속하고 용이한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노동력의 시장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

간노동의 가치는 경제성장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한 경쟁에 의해 바닥을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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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그로 인한 생산의 자동화는 여기에 가세한다. 

인간 노동의 존엄과 공동체적 가치는 점점 더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노동

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한다던 우리의 노동의 명암은 양극으로 갈려 있다. 

누군가는 노동의 종속을 통해 보장받고자 했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 요원하

고 노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적은 상실되었다. 또 누군가는 목적성 

없는 목적이 되어버린 부의 추구로 인해 결국 목적이 없는 거나 다름없게 되

었다. 경제침체에 대한 공포와 물질적 토대의 침식에 대한 우려는 이들을 더 

갈라놓는다.

이것은 이제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더 이상 똑 같은 경제생활을 

위하지 않는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자동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 세상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

은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

이 부정의한 것이라는 공감과 분노가 사회적으로 표출되어야 해결책이 나온다. 

모두가 노동 본래의 고통에 더하여 삶의 무게가 더해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성장의 

성과물을 최소한의 제약 하에서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물질적 제약을 벗어

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주체로서 진정한 근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경제

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물은 넘쳐야 비로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밑에서부터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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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Minimum Wage

Hyun, Byung Hoo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rary to orthodox economic thinking, there has been no trade-off between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What is true is almost the opposite. For the 

past several years, even with great performance in exports and various other 

economic indicators, we have seen income polarization continuing to get worse 

and the livelihood becoming even more difficult for low income group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re has been an extreme tilt 

toward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 labor market structure has been highly 

dualized. It has worsened job insecurity and wage dispersion in labor market. 

And the individually bearing socio-economic risk has risen to high levels.

The high poverty rate and a particularly high proportion of the working 

poor tell us that livelihoods cannot be stabilized through jobs alone while 

social protection remains severely insufficient. And the issue of inequality is 

also emerging in various areas. ‘Working poor’, in particular, is being 

scandalized since it tends to challenge the fundamental promise that work is 

the key to well-being and social inclusion for all.

The ILO explicitly demands that Governments should consider options such 

as minimum wages that can reduce poverty and inequity, increase demand and 

contribute to economic stability. As recently several countries introduced a 

national minimum wage and the great majority of countries saw a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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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of minimum wages in real terms, it marks a kind of ‘revival of 

minimum wages’.

In many countries statutory minimum wages do not only provide a general 

wage floor, but also affect wages well up the income ladder and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overall wage dispersion. Therefore, minimum wages 

are not only an instrument to protect workers at the bottom of the wage scale 

but often become ‘a middle-class issue’. This is even more true for those 

countries which have relatively weak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and a low 

bargaining coverage. Besides wage bargaining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it is the state which via the setting of statutory minimum wages 

has a core influence on the overall wage growth.

The huge difference in the absolute levels of minimum wages reflects to a 

large extend the different levels of overall socio-economic development in 

many countries. The level of the minimum wage has continued to change, 

subject to economic conditions or the government’s political orient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minimum wage still remained relatively low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has a national minimum wage which is set by the government on the 

basis of a recommendation made by the Minimum Wage Council. The latter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from trade unions, employers’ associations and 

‘public interests’. In the run-up to the Minimum Wage Councils’ decision the 

involved parties have shown great differences. The employers originally have 

called for freezing(or cut-down) of the nominal minimum wage level in order 

to help companies reducing their labor costs. In sharp contrast to that the 

unions originally have demanded a minimum wage hike following their 

principle viewpoint, that minimum wages should reach at least half of the 

average wage. In these conditions the crucial issue is that public interest 

members should be faithful to their objective neutral roles and that minimum 

wage fixing machinery should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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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minimum wage application is restricted with exceptions for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 and so on, which makes the statutory 

minimum wage inefficient. What is of more concern is that non-compliance is 

rarely caught and sanctioned with the lack of labor inspection, which leads to 

low compliance rates. And there still remain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omponents of the minimum wage.

With the considerations mentioned above, this study examines these 

followings. In chapter 2, this study reviews on the meaning of minimum wage 

system with the viewpoint of right to work, principles of social states, social 

justice and social consultation. This is because the minimum wage system not 

only can solve actual problems but also should be operated in future-oriented 

and object-oriented way on the basis of normative approach. In chapter 3, this 

paper reviews on criteria for fixing minimum wages and adjustment procedures 

and points out the problems of minimum wage fixing system operating. And 

this study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of the 

social partners. In chapter 4, this study examines the scope of minimum wage 

and tries to clarify comparative wage with this component of minimum wages. 

And this paper suggests minimum wage enforcement measures including 

sanctions against violation of minimum wage. After that, this study summarizes 

the critical issues mentioned above and concludes with the desirable prospects 

of the law and systems. 

Key-words: working poor, income inequality, labor market flexibility, wage-led 

growth strategy, right to work, social consultation, social justice, 

minimum wage fix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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