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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은 구나 체감하는 주지의 

상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총인구와 생산활동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사회 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  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이다. 이에 응하기 한 해법  

하나는 고령인구가 계속하여 노동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을 

부흥하기 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다방면에서 개되어 왔다. 그러나 고령사회

에서 고령자의 고용이 유지되고 나아가 확 로 이어지기 해서는 고령자 근로에 

한 재인식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고령자 고용문제가 부

각된 핵심이 노동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니만큼 고령근로자의 고용가능성과 노

동력의 확보가 긴요한 것이고, 이는 고령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유지된다는 제에

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에 한 보호 없이 고령자 고용의 확 는 불가

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의 권리는 그 존재가치를 제 로 조명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을 해 근로자의 노동에 한 특별

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은 헌법과 노동법의 기본이념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노

동법의 존재이유를 되새겨볼 때, 고령근로자에 계된 정책과 제도는 고령자가 가

지는 특유의 근로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정될 계제에 이르고 있다. 고령자 고용의 

유지와 확 는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박한 시  요청이고, 이제 고령자 근로에 

한 제도의 설계와 개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에서 재구축되어야 하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선결 과제로서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도출하고 그 구체 인 

내용을 정립하고자 하 다. 고령자 근로권의 근거는 연역 인 측면에서 헌법에 규

정된 근로권과 국제기구의 여러 기 과 원칙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한 고령자 

근로권의 특수성은 고령자의 고용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행법상 고령자 근로권 

보호와 련한 제도 등에 비추어 귀납 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고령자 근로권이란, 헌법상 근로의 권리 내용 가운데 고령근로자의 특수성에 근거

하여 고령자에 한 고용증진  고용보호, 근로조건 개선과 안 보호 등 고령근

로자의 고용상 권리를 보장하기 해 요구되는 구체  권리를 일컫는다. 그리고 

고령근로자에게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서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인 내용



은 첫째, 일할 기회에 한 보장, 둘째, 노동사회로의 동등한 참여  기회의 보

장, 셋째, 고용의 보호, 넷째, 고령근로자에 합한 근로환경의 조성  근로조건

의 보호, 다섯째, 정임 의 보장, 여섯째, 직장 내 산업안 보건의 보호가 된다. 

이러한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토 로,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과 련한 노동법

 문제로 연령차별 지원칙과 정년제를 검토하 다. 구체 으로 고령자 근로권의 

에서 정년제의 정당성에 한 문제, 그리고 정년제가 구 되어 나타나는 근로

계에서의 쟁 과 련한 문제이다. 

자의 문제로서 정년제를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제도로서 인식하는 한편, 

이와 표리 계에 있는 연령차별의 에서 집 으로 검토하 다. 정년제는 일

정 연령까지 고용이 존속되는 반면 그러한 연령의 도달로 고용이 박탈되는 양면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령자 근로권과 연령차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므

로 정년제가 연령차별로부터 정당성을 가지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년이 가지

는 근로존속의 보장 기능, 근로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 계 종료 방식으로의 

유익성 등과 같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 핵심  근거로써 부각되어야 한다. 이러

한 해석을 통해 고령근로자뿐 아니라 근로 계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  다른 

연령 계층의 근로자부터 정년제의 타당성을 이해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정년연장의 

필연성  당 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즉, 사회  정년제를 지향하면서 정년제는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정년제 폐지에 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년제가 고용이 

존속되는 그 자체로서 일할 기회의 보장과 고용의 보호로써 기능하므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이다. 따라서 정년연령이 연 수 연령 이상으로 

상향될 것을 제로, 정년제 폐지보다는 정년제 존속이 고령자 근로권에 보다 부

합하는 제도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연령차별의 에서 정년제의 

방향이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정년연령의 범 를 연 수 연령 

이상의 일정 범 에서 근로자로 하여  자유로이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정년제와 같은 방안의 모색을 제안한다.   

다음으로는, 정년제가 구 되는 근로 계에서 개별 쟁 에 해 고찰하 다. 각 

쟁 들은 고령자 근로권 가운데서도 고용의 유지  고용 환경에 한 것으로서, 

사용자와의 계에서 실질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임 , 근로 계의 종료 



등 근로조건 가운데에서도 핵심 인 근로조건은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고령근로자에 한 임 체계개편, 직 등 근로

계의 변동, 단시간 근로 환  해고제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 계의 종료 

등 고령근로자가 근로 계에서 맞게 되는 쟁 을 가정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구체 으로, 임 체계개편 등을 한 고령근로자의 집단  의사수렴 차는 사용

자의 일방  변경에 한 유일한 견제수단이자 최소한의 근로자 보호장치로서 고

령자 근로권을 보장을 해 반드시 수되어야 한다. 한 고용조정을 한 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연령이나 성과 등을 기 으로 하는 직, 직

해제 등은 고령자 고용의 유지  보호의 차원에서 규율되는 방향으로 해고의 정

당성에 하여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는 고령자의 고용 기회의 제

공이나 유지의 측면에서 고령자 근로권에 부합하는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해서는 행 단시간 근로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가 우선 으로 해소되어야 한

다. 노동법상 해고제한의 법리로 보호받기 어려운 고령근로자의 비자발  사직이

나 변경해약고지 등에 해서는 고령자 근로권 보호의 에서 비교법  검토를 

통해 새로운 근이 요청된다. 를 들어, 비자발  사직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

는 기 으로서 사용자의 불공정 행  범 를 확 하여 그 외연을 확 하는 것 등

이다. 

이제 고령근로자의 근로 계에서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

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나아가 고령자 고용과 련한 제도와 정책이 고령자 근로

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 고령자 근로권, 고령근로자, 고령자 고용, 정년제, 연령차별 지, 

        임 체계개편, 직, 단시간 근로, 해고

학  번 : 2008-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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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문제의 배경 

노인인구의 변모에 한 통계  분석은 사회의 성격과 방향을 들여다보는 시

석이 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비율은 단지 인구구성의 일부로서 형식 인 의

미를 갖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회의 상을 나타내면서 장래의 상경로를 

가늠하게 해주는 요소로서 기능한다. UN의 기 에 따를 때 우리 사회는 2000

년에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의 단계를 넘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인

구비율이 체 인구의 20%를 과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아울러 

2050년 기 으로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망된다.1) 고령사회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실이라고 할 때, 어

떻게 이를 맞이하고 처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여야 한다. 

고령화의 속한 진 은 건강한 노후를 하느냐와 같은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체의 생활과 경제에 다양한 문제를 불러온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분야라고 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부정 인 방향에서 직・간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상된

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부정 인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축률의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 노령층의 복지수요 증가와 연 재정에 부담을 가 시

켜 세  간 갈등까지 심각하게 래할 수 있다. 증가한 고령인구에 한 사회

보장비용이 늘어나 국가 재정의 건 성을 악화시킨다. 

2000년  이후 본격 인 고령화사회가 시작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에 

응하여 장년층에 한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고령 인구에 한 한 고용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시 한 과제로 

1)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 2014, 176면. 우리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되는 데 걸린 시간이 26년으로, 이는 프랑스(154년), 미국(94년), 이탈리아(81

년), 독일(77년), 일본(36년) 등에 비해 현저히 짧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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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2)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은 고령화 상이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

의 정 비율을 무 뜨려 국가와 국민의 모든 면에서 균형있는 생활경제를 압

박한다는 데 있고, 이에 따라 고령화에 처하는 정책의 기본 방향은 피부양

인구 비 부양인구를 늘리는 것이 된다.3) 노동에 한 부문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확 하는 길이 가장 효과 이고 효율 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한 가장 긴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에 한 제도들이 국가 정책

을 통해 다각도로 개되어 왔다.4) 

그런데 지 까지 고령자의 고용에 한 각종 정책과 제도  고령근로자의 

고용에 한 논의는 국내의 고용수요 축소와 기업의 필요인력과의 수 불균형

에 처하는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에 한 노동수요를 고려하는 방편으로 이

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의 하가 

수반되더라도 결과인  ‘고용’ 그 자체로써 용인되는 부분이 있었다. 경제・사

회  측면에서 고령자에 한 고용확 를 하여 그 반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

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지만 고령자에 한 고용기

회의 제공과 고용증진이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결과로 고령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

서 이제까지 시행되었던 고령자 고용에 한 정책들의 심을 고령근로자의 

‘노동’(action)으로 환하여 볼 필요가 있다. 

2) 이철수,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노동법연구』제15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

구회, 2003, 95면.

3) 강성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

로”, 『동아법학』제5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847면.

4) 국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대통

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지속발전가능한 

사회의 확립을 목표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성장동력 확보 등이 계획을 

추진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제2차 계획을 시행하였고, 

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화의 추구로, 제3차 계획은 아직 확정적

으로 수립되지 않았으나 계획안에 따른 대체적인 방향은 ① 고령자 계속고용의 강화, ② 정

년 후 계속고용이 가능한 이모작 고용체계의 확립이다. 이 중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서는 

정년제도 개선을 통한 동일 직장 내 계속근로의 활성화, 중고령자 재취업・창업・지원의 활

성화, 노인기준연령의 재정립 등이다. 구체적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청회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 2015.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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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고령자 고용에 한 핵심은 노동력 부족에서 비롯된 일이니만큼, 

고용가능성과 노동력의 확보는 고령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유지된다는 제에서 

가능하다는 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하는 고

령자에 한 노동유인을 떨어뜨려 고령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반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령자 고용의 확 를 해서는 고령자 고용에 한 보

호가 필연 으로 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고령화의 가속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령근로자의 권

리는 그 존재가치를 제 로 조명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나 노동법은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가 향유하는 기본  인권을 구체화하고 실 하기 한 

법령의 총체로서,5) 근로자의 생존권 실 을 해 노동에 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은 노동법의 기본이념에 계된다.6) 이러한 노동법의 존재이유를 되

새겨볼 때, 고령근로자에 계된 법 정책  실은 고령자가 가지는 특유의 

근로권이라는 시각에서 보정될 계제에 이르 다. 

이제 고령근로자에 한 법제와 실무를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 차원에서 다

시 살펴 고령자의 근로가 노동사회에서 온 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이다. 고령자 근로권의 실  거가 되는 

기 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 고용 진에 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으로 약칭)을 비롯한 고령자 근로에 한 개별 법제와 정책을 

고령자 근로권의 에서 검토하고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을 실 할 수 있는 

이론 ・정책  토 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제2  연구의 목   

인구학 으로 견되는 고령사회는 단순히 특정 연령 가 증가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모든 역에서 패러다임이 환되는 거 한 변동을 

뜻한다. 고령자의 인구 증가로 부양인구비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구체

5) 이철수・김인재・강성태・김홍영・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2판, 오래, 2014, 11면. 

6) 이철수, “근로계약법제와 관련한 방법론적 검토”, 『노동법의 존재와 당위』(김유성교수 정

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6, 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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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쉽게 측할 수는 없지만, 노동분야에서 고령자

의 고용이 지 보다 진되고 고령자 근로에 한 심이 증 되어야 한다는 

은 일 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근로에 한 지 까지의 은 

국가 경제와의 조화로운 추진이라는 목 을 갖고 근해왔고, 그런 까닭으로 

고령자 고용이나 고령자 근로에 련된 논의 한 제도 그 자체의 당 성을 

구하거나 제도의 틀을 구축하는 정책  모색에 집 되어 왔다. 그런데 고령자 

개인에 시선을 돌려보면 의학기술  경제수 의 발 에 기 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신체능력 하를 지연시킴에 따라, 그  은퇴를 앞둔 주변

부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극 인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고령근로자에 한 인

식이 확 되고 있다. 고령자 근로에 한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의 요청은 고

령자 고용 확 를 한 국가사회 경제의 략  요소라는 차원에서 요하게 

근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고령근로자를 심으로 하여 고령자 근로권의 

확보를 모색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가시 인 성

과와 이익의 산출이라는 명제는 기업의 유일한 생존목표로 철되고 있다. 최

소의 비용으로 생산성을 극 화한다는 기업경 의 논리를 노동분야에 그 로 

가져오면 그간 고비용 효율로 인식되어온 고령근로자의 존재는 생존 략에 

걸림돌이자 장애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상시  구조조정이 만연한 상황에서 

고령근로자가 우선 상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이와 같은 고용유연

화 경향은 성과자 해고에서도 단 으로 드러나고 있다. 근로자의 노동을 이

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하는 단선 인 에서는 효용이 다하거나 불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정리하고 퇴출시킬 수 있는 상품에 다름 아니라고 여

겨지게 된다. 이런 실에서 고령화 상에 직면하게 되면 고령근로자의 근로

권이라는 은 발붙일 곳이 없다. 고령자 근로를 은퇴로 가는 가교노동이나 

부수  노동으로 취 하면서 고령자의 근로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고령자 근

로권은 취약한 구조에 매몰되어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면 고령근로자는 결국 노동을 포기하기에 이르고 노동사회로부터 조기은퇴

하게 되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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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근로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근본 취지와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한 보호 원리에 배됨은 물론이고, 고령자 고용을 확 하기 해 노동 련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해온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고령자 고

용확 가 고령사회에서 노동력 부족을 비롯하여 경제사회 으로 치명 인 

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하기 한 일환으로서 요구되는 박한 사

안이라면,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과 고령자 근로에 한 인식이 수단과 도구

로서의 고령자가 아니라 노동주체로서의 고령자 심으로 변모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고령자 근로에 한 제도의 설계와 개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

라는 에서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에 한 고용 기회의 확보, 고용

의 유지  보호는 국가의 고령자 고용확 를 한 제조건이자 동시에 고령

자에 한 국가 고용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 

 노동법상 권리로서 고령자에 한 근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 고용 

제도의 용이나 고령근로자의 근로 계의 개에서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구체  해석론의 모색이 어느 때보다 실한 시 이라 할 것이다. 

제3  연구의 범 와 체계 

Ⅰ. 연구의 범

고령근로자에 한 재인식과 고령자 근로에 한 특별한 보호는 고령자 근로

권의 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령자 근로권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권의 보장 

내용으로부터 일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제기구의 여러 기 과 원칙에서

도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 방침이 도출될 수 있다. 한편으로 고령자 근로권의 

특수성은 고령자의 고용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행법상 고령자 근로권 보호

와 련한 제도 등에 비추어 귀납 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렴된 

고령자 근로권은 일할 자리에 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한 권리라는 과 

평등의 원칙으로서 차별 지  배려의 차원에서 특별한 보호라는 으로부

터 그 구체  내용을 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령자근로권 일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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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개념에 더해 고령자 근로권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쟁 이 무엇인지, 근로권 

보장의 측면에서 고려할 사안을 확인한다. 

고령자 근로권과 련한 노동법  문제는 그 이념과 법제로서 연령차별 지

원칙과 정년제로 논의를 모아볼 수 있다.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제도  

거를 정년제로부터 발견할 수 있지만, 일할 자리에 한 권리의 에서 

정년제가 60세까지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그 이후에는 고용기회

의 박탈을 당연히 정하고 있다는 에서 양면  성질이 드러난다. 한편, 연

령차별 지는 고령자 근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차별로부터 고령자 근

로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반면, 고용정책의 으로부터 생

되는 합리  차별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에서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한계로 

기능한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정년제의 취지와 규정내용을 검토하면

서 고령자 근로권의 에서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자에 합한 

고용환경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근할 필요가 있다. 고

령자 근로권을 실질 으로 구 하는 제도  거로서 정년제를 재정립하고 그 

에 구체  쟁 에 한 해석론이 개되어야 한다. 구체 으로는 먼 , 정년

제를 연령차별 지원칙에 따른 분석  근을 통해 연령차별과의 상보  계

를 검토한다. 즉 연령차별의 에서 정년제의 의의와 구체  개의 방향이 

조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년제의 구체  개 양상이 임 체계의 개편, 근

로 계의 변동, 단시간 근로 환  근로 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을 고려하여, 고령자 근로권을 확보하고 합법 으로 보장하는 

쪽으로 노동법상 각 규정에 근거한 개별 쟁 에 한 해석론을 구축하고자 한

다.

Ⅱ. 연구의 방법과 체계

본 연구는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이라는 에서 특히 정년제에 해 비

으로 고찰한다. 정년제가 갖는 고용박탈과 고용존속이라는 양면성에 주목하여, 

고령자 근로권과의 계에서 정년제가 제도 으로 개선되고 합리 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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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근거와 타당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년제와 긴장 계에 있으나 

고령자 근로권 실 을 한 하나의 원리가 되는 연령차별 지의 에서 정

년제를 고찰한다. 한 정년제를 지지하고 있는 근로 계에서 고령근로자의 

고용과 근로환경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임 체계  근로 계의 변동, 근로

계 종료 등 개별 쟁 을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기 한 법제로서 재검토한

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하여 개하는데, 먼  고령자 근로권

에 한 기  논의를 정리하고(제2장), 고령자 근로권에 한 노동법  제도로

서 정년제를 연령차별의 에서 검토한 다음(제3장),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따른 정년제의 구체  개 양상에 한 개별 쟁 에 해 고찰하는(제4장) 

순서로 이루어진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선결과제로서 고령자 근로권을 도출한다. 이를 해 

고령자 고용 실태를 살펴 고령자 근로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고령자 근

로권 도출의 근거로서 헌법상 근로권과 국제노동기 과 원칙들의 내용을 차례

로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고령자 근로권 개념의 도출을 한 분

석틀을 구축하고 그 구분범주에 따라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내용을 제시한

다. 

제3장에서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제도로서 정년제를 논의하면서, 이

와 표리 계에 있는 연령차별의 에서 집 으로 검토한다. 구체 으로 

두 제도가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을 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을 

개한다. 

제4장에서는 정년제가 구 되는 개 양상으로 고령근로자에 한 임 체계

개편과  등 근로 계 변동, 단시간 근로 환  해고 등 근로 계의 종

료에 한 개별 쟁 을 고찰한다. 이 때 각 쟁 에서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근방향을 구체 으로 모색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후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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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령자 근로권의 기

제1  고령자의 개념과 고용 황 

Ⅰ. 고령자의 정의

1. 법률상 정의 

고령자의 사 인 의미는 ‘나이가 썩 많은 늙은 사람’을 뜻하지만,7) 법 

용어로서 고령자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행 고

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그리고 2005년 제정된 「 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조에서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의 지속 인 발 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함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법들은 

국민경제 발  는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고령자 문제를 근하고 있고, 

여기서 고령자는 ‘근로능력을 가지고 근로를 제공하는 고연령자’를 일컫는 

것이라 볼 수 있다.8) 한편,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범 에 해 명시 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동법에 따르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일컫는다(동법 시행령 제2조 1항  2항). 

종합하면,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는 자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악된다. 이에 따라 고령자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

에 따라 60세까지 근로하는 자뿐 아니라 행의 정년연령 이후에 계속하여 근

로하고자 하거나 근로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 김주현・김지혜, “법규정상에 나타난 고연령자 명명(命名)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노년

학』제32권 제4호, 한국노년학회, 2012, 1156-1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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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과의 구별

고령자와 함께 법 용어로서 가장 오랫동안 리 사용되어 온 용어로 ‘노

인’이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고령자의 의미와 구별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고(제

34조 제4항), 노령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5항). 「노인복지법」, 

「기 노령연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

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 등에서 노인은 의료・양

로・주거・여가복지 상자, 피부양자, 연 수 자 등 신체 ・경제  취약계

층으로서 보호 상이거나 보건복지조치의 상이 된다.9) 따라서 생산성을 지

닌 존재로서 사회  가치를 부여받는 고령자와 구별된다.  

3. 고령자 개념의 가변성

보편 으로 고령의 경계를 표지하기 해 고령화를 생물학  연령에 상응하

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개인의 신체  특성, 사회  지 , 경제  상황에 따

라 각자가 체감하는 연령은 다양하므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평행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동사회에서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서 연령의 개념은 매우 유동

이고 상 이다. 이처럼 고령자에 한 정의는 개인 는 사회에 따라 인

식되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므로 일의 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령자

의 개념을 일정 연령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고령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구조  문제라 할 수 있다.10) 고령자에 한 명확한 기 이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구분 기 을 개인이 법정연 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연령으

로 삼는 것은 일반 으로 수 하여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의 선진국 

한 고령자의 지표를 연 수 연령과 연동하여 인식하고 있고, 해당 연령에 

9) 김주현・김지혜, 앞의 논문, 1156면.

10) WHO, “definition of an older or elderly person”, Health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s, 

Programmes. (http://www.who.int/healthinfo/survey/ageingdefnolder/en/) (최종방문일: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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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한 때 고령자에 해당된다고 여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자를 일컫

는 최소한의 연령인 55세가 연 수 연령(조기노령연 )과 연계되어 있다. 그

러나 고령자의 발달론  측면(능력)이나 사회  역할 변화의 측면에서 행의 

고령자의 연령 범 는 재고의 여지가 높다. 무엇보다도 국민연 법이 연 수

연령의 상향조정을 정하고 있으므로,11) 어도 이에 부합하여 고령자를 

정의하는 연령 범 는 련된 모든 법령과 함께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Ⅱ. 고령자 근로 보호의 요청  

    

1. 사회구조의 변화 

우리나라는 심각한 출산과 고령화 상에 직면해 있다. 출산율은 1990년 

이후 계속 어들어 2014년에는 1.21명에 불과한데, 60세 이상의 인구는 지속

으로 늘어나고 있다.12)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2010)에 따르면 2010년 체 

인구  15.5%를 차지하 던 60  이상 인구는 2060년에 달하여는 그 비 이 

42.7%로 체 인구의 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간 연령층이 많은 재의 종형 구조에서 60  이상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13) 이러한 변

화는 곧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격히 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을 정 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망

되고, 이미 핵심생산층(25~54세)은 2010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인력부족이 

진행되고 있다.14) 이들은 2010년 56.8%로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50

년 45.2%까지 감소할 것으로 망되는 반면, 50~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인구 

11) 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부칙에 따라 연

금급여 지급 연령이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

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64

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된다.

12)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가운데 시도/합계출산율, 모의연령별출산율 통계자료(www.kosis.kr). 

13) 통계청 보도자료(2011.12.7.),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7면. 

14) 고용노동부,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과 과제”, 『제2차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 자

료』, 2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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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은 2010년 24.7%에서 2030년 37%로 증가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15) 이에 

따라 인력부족 속도가 증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10년 11%에서 2030년 

24.3%, 2060년에는 40% 수 까지 늘어나 인구 10명 당 4명꼴에 해당할 것으로 

망된다. 이 가운데 85세 이상의 인구는 2010년 0.7%에서 2060년에 10.2%로 

10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6명으로, 2060년 80.6명 수 으로 증하게 된다. 한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

에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04.1명으로 같아지고, 2030년 193명을 지나 2060년

에 이르러서는 394명까지 격히 증가한다.16) 총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인구가 증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경제 의존율은 차 심화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경제 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내재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

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잠재  험’이다.17) 즉, 국가 

총생산 규모를 감당할 정도의 노동력 공 이 어들면 국가경제성장의 잠재력

이 약화된다. 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 의 사회  부담(조세 등)을 가 시

켜 세  간 소득재분배를 어렵게 하는 등 세  간의 갈등이 발생될 수 있다. 

더불어 노인 부양을 한 공 연 , 의료보장 비용 등 사회  비용부담의 증

가로 국가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래하여 사회보장재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두된다.18) 

고령사회의 진입을 목 에 두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다가올 것임을 상하면 

지 부터 그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를 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부언을 요하지 

않는다. 고령화 상 자체를 막을 수 없고 고령사회의 도래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19) 결국 문제의 해법은 고령화를 건설 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 곧 

15) 통계청 보도자료(2011.12.7.), 10면.

16) 통계청 보도자료(2011.12.7.), 16면. UN 인구추계에 따르면 2060년 15~64세 인구는 주

요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 되고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 박종희,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노동법학』제20호, 노동법학회, 2005, 114

면. 

18) 김경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노동법논총』제2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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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안뿐이다.20)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 는 연장하는 한편으로, 가능한 유휴노동력을 경제활동인구에 끌어들여

야 하는 명제를 안게 되었다. 

2. 고령자 근로의 황과 특징 

가. 고령자 고용실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가운데 만 55~79세 고령자를 상으로 한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2010년 

기  OECD의 평균(57.5%) 수 이다. 고령자의 평균 고용률은 53.9%로 나타나

고 있다.21) 통계청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고용률은 20  반부터 증

가하기 시작하여 40  후반에는 80%로 정 에 이르고 50  후반을 기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60세 이상이 되면 고용률은 격히 떨어지는데 

60-64세는 58.2%로, 65세 이상은 27.7%까지 낮아진다.22) 이 상은 주로 퇴직

에 기인하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자발 인 의사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강제퇴직일 가능성이 높다. 

구체 인 고용 황에서는 종사하는 지 에 따라 특정 산업  직종에 집 되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종사상 지 는 크게 임  근로자(상용근로

자, 임시근로자, 일용 근로자)와 비임  근로자(자 업자, 무 가족종사자)로 

구분한다. 임  근로자의 경우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업에 집 되어 있다. 고령자들의 고용이 주로 청소  경비 

련직에 집 되어 있고,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비 이 높기 때문이다. 비임  

근로자는 자 업자의 경우 농림어업 련직의 비율이 높지만, 세부직종별로 

보면 부동산 컨설턴트  개인, 상품 매원, 택시운 원과 화물차운 원 등

19) 노상헌,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법학논총』제32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2, 62면. 

20) 박종희(2005), 앞의 논문, 115면.

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5.5., 20면.

22) 통계청 통계목록 중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2015.12.) 자료(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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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 되어 있어 소규모 는 소득 자 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무 가족종사자는 거의 부분이 여성으로, 상품 매원, 음식조리직 등에 

집 되어 있다.23) 이와 같은 특정 산업  직종으로의 편  상은 고령자가 

취업 가능한 업종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을 시사한다. 

그리고 체로 연령 가 높아질수록 임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임  

근로라 하더라도 임시직이나 일용고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특성을 

보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4.8.)에서 비정규

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등의 비율이 높은 25세 미만을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이 증가한다. 이 비율은 40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0  34.5%, 60세 이상은 68.5%로 증가한다.24) 55세를 후하여 정년

퇴직이 시작되는 시 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높은 비율

은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도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고용을 유지하

고 있다는 을 보여 다.25)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26) 비정규직의 임 은 정규직 근로자

의 64.2% 수 에 그치고 있고, 기간제  견제 근로자의 총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한 과 여는 정규직의 34%에 불과한 수 으로 지 되고 있다.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조한 가입

률(고용보험 60.9%, 건강보험 50.6%, 국민연  47%, 산재보험 96.4%)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황에 비춰보면 비정규직의 양  증가와 질  향상이 일치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견・용역과 같은 간 고용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악되고 있다. 서울지역 서비스산업 간 고

용 노동실태 조사에서,27) 간 고용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56.8세로 부분이 고

23) 권혜자, 『중고령자의 취업구조와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11, 10-13

면. 

24) 이 비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단위(명)를 필자가 환산한 

것임.

25) 권혜자, 앞의 책, 7-9면. 

26) 고용노동부,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2014.4.

27) 김종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서비스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 KLSI 이

슈페이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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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층에 해당하고, 이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7.3시간(1일 9.8시간)이며, 52

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비율은 21.6%를 기록하 다. 월 평균 총 임 액은 123

만원 수 으로, 기본 이 낮고 제수당이 거의 없거나 그 액이 매우 낮았다. 

보다 구체 으로 임 과 련하여 보면, 임  근로자를 시간당 임 의 

2/3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 통계청 자료에 따를 때 2011년 3월 기

 고령의 임  근로자는 고령 임 근로자의 반에 해당하는 50.9%로 기록

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이후 55~79세 임  고용의 비 은 

체로 50% 이상의 수 을 유지하고 있다. 한 최 임  미만의 수 으로 임

을 받는 비 은 32.3%로, 이는 임  근로자의 1/3에 해당한다. 다만, 이 비율

은 남녀 간 격차가 있다. 를 들면, 2011년 3월 기  55~64세의 경우 임  

고용은 남성의 경우 29%, 여성의 경우 60.9%로 여성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한

다. 임  고용 한 여성이 남성의 두 배 가량 많아 55~64세 임 근로자

의 3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8) 이는 고령 임  근로자의 

49.7%가 주된 취업사유로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서’로 응답한 것

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29)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  소득보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 이다. 

요컨 , 고령근로자의 상용직 증가는 부분 비정규직이고 이 가운데서도 임

시직 는 일용 근로자의 비 이 높으며, 이러한 고용형태는 근로조건이 열악

한 것으로 악되고 있어 외형 으로 상용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하 지

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양질의 고용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 고령자 근로의 특징 

1) 고용불안의 심화 

1999년 이후 명 퇴직・정년단축 등에 따른 조기퇴직과 정리해고의 증가로 

28) 정성미, “고령자 저임금 비중변화”, 『월간 노동리뷰』통권 제79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123면.

29) 정성미,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월간 노동리뷰』통권 제79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71면,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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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보통 고령화는 신체  능력의 하

뿐 아니라 장기근속에 따른 고임   퇴직  부담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은 

고령근로자를 조기에 퇴직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용자가 조기퇴직 

는 정리해고 결정을 할 때 근로자의 실제 능력과 무 하게 근로자의 연령을 

고려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에서 근무연수와 함

께 연령은 조기퇴직 는 정리해고 용기 의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30) 한 

조기퇴직 이후 고령근로자는 주로 임시직, 일용고용직 등의 기간제나 견, 용

역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

는 통상 55세에 퇴직한 근로자가 최종 으로 근로생활로부터 은퇴하기까지 약 

10년 내지 최  20년 동안 지속하게 된다.   

2) 고령자의 고용기회 부족 

일반 으로 연공서열형 임 체계로 인해 고령자는 고비용 근로자라는 인식, 

청년층에 비해 기술 신 등 변화에의 응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 고령

자 스스로 기업의 훈련 동기부여가 은  등에 기인하여 고령자의 고용기회

는 다른 연령에 비해 상 으로 낮다.31) 이러한 이유로 부분의 일자리에서 

30) <명예퇴직 및 정리해고시 선정기준>

유형별 전체 사업장의 비율

구 분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산업

전체
모름 51이하 51-150 151-300 300이상 제조업 기타

조기퇴직

근무연수

연령

성별

76.5

70.6

37.5

72.0

61.5

26.1

74.5

56.9

30.0

65.9

50.0

21.4

65.9

53.9

16.9

73.2

53.6

22.4

62.1

58.1

21.1

68.4

55.5

21.9

정리해고

근무연수

연령

성별

부양 가족수

인사고과

징계기록

69.2

69.2

46.2

61.5

75.0

83.3

29.5

43.2

18.2

27.3

58.1

59.1

39.5

43.4

32.0

30.3

48.0

59.2

58.0

62.0

30.0

42.0

80.0

80.0

50.8

56.5

32.8

40.3

71.0

67.7

45.0

48.6

31.5

37.6

66.7

72.2

46.7

54.4

28.9

35.3

61.2

62.5

45.9

51.8

30.0

36.3

63.6

66.8

 

  [출처] 장지연,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Ⅰ)』, 한국노동연구원, 2003, 98면 

        표 5-5 및 5-6.

31) 고준기,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대응』, 집문당, 2007, 

5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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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50  반으로 정해져 있고, 고령자에 한 고용수요가 낮아 정년퇴직 

이후 고령근로자의 재취업의 기회는 매우 제한 이다. 이는 정년 이후 고령근

로자가 주로 청소  경비 련직 등 일부 직종에 집 되어 있는 에서 극명

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이같은 고령자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부분의 정책이 65세 이상 고

령자를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자립형보다는 단기 이고 사회참여 

심의 소극  일자리 창출사업들이며, 제도화된 지속가능한 일자리이기보다

는 산 심의 복지사업 성격의 일자리가 부분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32) 한

편 고령자 고용연장을 해 정부는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임 피크제 지원 정

년연장  재고용장려 제도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만 지 까지 그 실 은 미미한 수 이다.33)

    

3) 청년실업과의 경합

고령근로자가 주요 감축 상이 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 에 이르게 되면

서, 고령자 고용은 외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으로, 청년세

의 일자리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재의 상황에서 고령근

로자의 고용을 강조하는 것은 세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정년연장 등이 세  간 일자리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론 , 실무 으로 노동시장에서 경험 으로 뒷

받침되지 못한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있다.34) 한 베이비붐 세 의 량퇴

32) 방하남・어수봉・유규창・이상민・하갑래,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3면.

33)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임금피크제

를 도입한 사업장은 조사대상 전체 사업장(9,034개소) 가운데 9.4%(849개소)에 불과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은 7.9%에 머무르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

용과 청년 신규채용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2015.3.20.).

34) 청년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와 관련된 연구로 권혜자,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서

비스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2010; 김대일,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시대

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Ⅱ)』, 한국노동연구원, 2004, 7-34면; 안주엽,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서는 고령자의 고용

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키는 대체관계가 약하고 오히려 청년층 고용도 함께 증가하

는 보완적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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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를 기 할 수도 있겠으나, 

지난 외환 기 이후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과 40  이상 근로자들의 계속된 

명 퇴직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 문제가 완화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은 이러한 일반론  가정의 실성을 떨어뜨린다. 

다만, 산업의 역 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동일한 직장 내에서 일자리를 두

고 경쟁하는 경우 청년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 간에는 체 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컨  일자리 총량이 정해져 있는 공공부문이나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와 같이 한정된 경우 기존의 재직자가 지 않으면 신규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는 경합 계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고령자의 퇴직이 항상 신규채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한 실증  연구가 축 되지 않는 

한, 고령자 고용을 세  간 일자리 재분배의 문제로 치환하여 일의 으로 단

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3. 고령자 근로 보호의 필요성 

속한 고령화의 진 은 고령자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고령인구 비 의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축률의 하락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는 마이 스 성장을 래하고, 노령층 

복지수요의 증가와 연 기여 의 상승 등 연 재정 자를 래할 수 있다. 

이것은 고령자 개인의 빈곤 내지 불행의 문제를 넘어 세  간 갈등을 일으켜 

극심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르고 

효과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령자 고용을 증 시키는 것이다. 고령자

의 경제활동참여는 직 으로는 고령인구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사회통합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간 으로는 소득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의료비, 

부양비, 복지비 등과 같은 공  제도의 의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정

부의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고령자의 지속 인 경제활동참가가 가능

하도록 고령근로자가 조기에 퇴직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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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고용을 유지 는 연장하고 아울러 유휴고령인력을 가능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러나 실에서 고령자 고용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단 으로 조기퇴직의 증

가와 열악한 재취업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의 생계형 근로비 은 매

우 높고 그마 도 취약한 산업부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의 고용에 집 되어 있

다. 고령자의 조기퇴직은 기업의 경 상 어려움뿐 아니라 세  간 교체라는 

승  차원에서 요구되는 미덕으로 강요되고, 퇴직 이후 고령자의 노동은 잉

여인력의 재고용, 은퇴를 한 가교로서의 노동, 나아가 소일거리로 간주되어 

주변부 노동으로 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근로에 한 보호라는 

인식은 주류 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궁극

으로 사회  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고, 국가가 

고령자 고용의 문제에 극 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35) 요컨 , 고령자 고

용에 한 보호는 국가의 사회경제  필요에 응하는 강력한 방안이 된다.  

상 인 측면에서도 고령자 근로의 보호는 요하다. 주된 일자리로부터 이

직하는 나이가 50~59세로 집 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정년연령 미만의 고령

자의 경우 고용조정의 최 선에 있는 자로서 고용불안에 처해있고, 60  이상

의 고령근로자의 경우 연 수 연령의 상향과 함께 정년연장에 따른 고용의 

참여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아울러 고령근로자

의 취업 상황이 임 , 고용불안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포진되어 있는 실태

를 보면 고령자의 일자리의 유지  진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보장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어야 함이 드러난다. 특히 고령에 따른 신체능력의 하

를 고려할 때 작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과 안 의 보호나 합한 근로환경의 

조성은 매우 요하다. 

결국, 고령자 고용은 다가올 고령사회의 문제를 돌 할 실한 해법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고령자 고용이 시  요청이라는 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령자의 고용문제는 일부 고령근로자의 일자리 보장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고

35) 김진곤,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한국사회정책』제16권 

제1호, 2009,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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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를 극 인 생산활동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고용이 극 으로 장려

되는 방향으로 근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한 근로권 보장이 새

로이 조명되어야 한다. 이제 국가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확 하고 이들의 근

로 보호를 해 극 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지 않을 경우 고령

자의 고용이 재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 머물러 있고 고령자의 근로가 보호되

지 못하게 되어, 이후 맞이하게 될 고령사회는 곧 재앙스런 난 에 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2  근로권 보장의 헌법  검토

Ⅰ. 노동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1. 헌법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의 보장

가. 근로권에 한 헌법  보장의 의미

헌법은 노동법의 최고 법원이다.36) 생계를 목 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근로로 

보고37) 근로자를 보호하는 헌법 규정을 노동헌법이라 할 때, 여기서 핵심은 

노동기본권에 모아진다. 노동기본권은 개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

로의 권리와 집단  활동권  노동3권을 포함한다. 노동기본권을 매개로 헌

법과 노동법이 교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규정된 노동기본권은 노동법의 최고 

규범이 된다. 

노동기본권 가운데 근로권의 보장은 모든 국민이 일할 기회를 가지고 근로조

건의 향상을 한 노력으로 합리  근로환경의 유지  근로생산성 향상을 이

룸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사회의 성장・발 에도 이바지하

36) 임종률, 『노동법』제13판, 박영사, 2015, 16면; 김형배, 『노동법』제22판, 박영사, 2013, 

110면 참고. 

37)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박영사, 2011, 672면;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제4판, 박

영사, 2010, 689면; 노호창,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재해석”, 『노동법연구』

제3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1,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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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을 한다. 근로권은 근로 계의 내용이 되는 권리・의무 계의 존재근

거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성을 단하는 기 이 된다. 

나. 근로권에 한 헌법 규정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사회권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

문에 국가의 극  개입과 뒷받침이 수반될 것을 요구한다.38) 노동기본권 가

운데 특히 근로의 권리(right to work; Recht auf Arbeit)는 근로자가 근로 계를 

맺고 정한 근로조건을 리며 근로기회를 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는 인간이 자신의 의

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의 종류와 내용, 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선택하여 근로

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 계를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

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것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39) 근로의 권리는 생활의 기본 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고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 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권이다. 다만, 근로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제한될 수 

있음은 다른 헌법상 권리와 다르지 않다. 

근로권은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기본권이므로 근로권의 실질  보장을 

한 국가의 극  노력의무와 동시에, 실의 개별사안에서 국민이 구체

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권

에 한 규정을 두어 그 내용과 성격의 방향성을 밝히고 있다. 먼  헌법 제

32조는 제1항 제1문에서는 모든 국민이 근로권을 가짐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  방법을 동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정임 보장에 노

력할 국가의 의무를 제2문에서 규정한다. 동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근로의무, 

38)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및 후술 II. 1. 참고. 

39)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2면;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

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

586 결정. 생존권적 요청이나 취업 기회 보장에 대한 요구의 측면에서 근로권의 의의를 강

조하는 것으로는 박형오, “헌법상 근로권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제2권, 한국비교공법

학회, 2000, 28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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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서는 근로조건 기 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

에 특별보호와 근로 계에서 여성 차별 지, 제5항에서 연소근로자에 특별보

호,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근로기회제공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규

정들은 노동기본권의 하나로서 근로의 권리를 두면서, 국민에게 근로의 기회

를 제공하고 근로의 조건을 정히 유지하며 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것을 선언

함과 동시에 국가에게 근로권에 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

로 하고 있다. 

2. 논의 배경

고령근로자의 에서 근로권 보장 논의를 개하는 데에는 근로권의 성격

과 내용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령근로자의 근로권도 헌법의 근로

권의 개념범주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40) 그러므로 고령자 근로권의 보

장에 한 구체 인 논의에 앞서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과 성격에 해 검토가 

필요하다.

역사 으로 자연법사상이 지배하던 때에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념 아래 근로권을 개인의 자유로서 인식하 다.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

를 포함하는 근로의 자유로서 근로권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다 19세기 엽을 

지나면서 실업의 발생과 근로자들의 빈곤이 심해지자 근로권에 극  성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는 분배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립이 심화되

고 사회  빈곤이 일반화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수정, 사회보장, 완 고

용의 실 과 같은 국가책임의 사회국가 원리가 등장하게 되었다.41) 이를 반

하여 1919년 근로권이 바이마르(Weimar)헌법에 도입될 때에는 모든 국민에 

한 생계를 한 근로의 기회제공과 근로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국민에 체  

권리로서 생계비 지 을 규정하게 되었다.42) 그 후 근로권에 하여는 여러 

40) 근로권의 주체에 대한 검토로는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671면; 김형배, 

『노동법』제22판, 119면; 한인상, “근로권의 의의와 주요 입법과제”, 『노동법연구』제36

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4, 80면 참고.

41) 한인상, 앞의 논문, 77면.

42) 독일 바이마르헌법 제163조 제2항: “모든 독일국민에게는 경제적 근로활동에 의하여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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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입법과 발  논의가 이루어졌다.43)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제

17조에서 근로권을 보장한 이래 재와 같은 헌법규정을 갖기에 이르 다. 다

만, 제헌헌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이미 근로권 규정이 형식 이며 모호하다는 

비 과 함께 근로권이 법률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권리인지, 국가를 상 로 

직  근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근로권에 기 하여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 구체  내용과 실질  성격에 한 논의가 제기되었다.44)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근로권의 실질  이해에 하여는 여 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

다.  

근로권의 법  성격에 하여는 사회권 ・생존권  기본권으로 보면서 아울

러 자유권  기본권으로서 성격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근로권의 내용에 하

여는 헌법상 규정에 따라 본질  내용으로서 제32조 제1항의 근로기회의 제공 

보장과 이를 한 보충  내용으로서 제32조의 여타의 규정이 검토되고 있다. 

실질 인 내용면에서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한 권리’와 ‘일할 환

경에 한 권리’를 개념상 내포한다고 보아, 근로권의 구체  방향성을 제시

할 수도 있다. 근로권의 구체  내용과 법  성격에 한 논의를 따라가면, 고

령근로자의 근로권의 내용범주를 결정할 지침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결부

하여 고령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을 해 검토되어야 할 개별 법제도와 근방

향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내용

1. 근로권의 법  성격

의 생계비를 구할 기회가 부여된다. 적절한 근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그 상세는 별도의 제국법률들로 정한다.”(Jedem Deutschen 

soll die Möglichkeit gegeben werden, durch wirtschaftliche Arbeit seinen Unterhalt zu erwerben. 

Soweit ihm angemessene Arbeitsgelegenheit nicht nachgewiesen werden kann, wird für seinen 

notwendigen Unterhalt gesorgt. Das Nähere wird durch besondere Reichsgesetze bestimmt.) 한편, 

근로의 권리를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7년의 멕시코헌법이라는 지적은 노호창, 앞의 

논문, 126면 각주 4. 

43) 근세 프랑스와 독일에서 근로권 사상의 전개는 박형오, “우리 헌법상 근로권의 보장 방향 

–근로권사상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창간호, 영남공법학회, 1999, 263면 이하 참고. 

44) 제헌헌법에서 근로권 논의와 개정 연혁에 대한 개관으로는 한인상, 앞의 논문, 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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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 성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은 시 상황이나 국가체제에 따라 변화 발 되고 그 의

미도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우리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자유권  성격과 사

회권  성격을 아울러 지닌다고 보고 있다. 그 가운데 주가 되는 본질 인 것

은 사회권  성격이고 자유권  성격은 부수 인 성격으로 이해된다.45) 근로

권이 자유권  성질과 사회권  성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할 때 그 각각의 내

용은 무엇으로 악할지 문제된다.

근로권의 자유권  기본권성이란 인간이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침

해받지 않을 자유권으로 악하는 것이다. 자연법사상에서는 천부인권의 하나

로 개인이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악하고 국가권력이 이를 침해해

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노동의 자유가 주장되었다.46) 여기서 발 된 근로권

의 자유권  측면은 국가가 국민에게 근로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고 

취업을 국가에 의해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방어권 인 성질의 소극 인 

권리로 이해한다.47) 헌법재 소는 근로의 권리가 구체 인 내용에 따라 국가

에 하여 고용증진을 한 사회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

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

을 보장받기 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나뉜다는 

제에서, 자는 사회권  기본권으로서 국민에게만 인정하지만, 후자는 자유권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

된다고 한다.48) 결국 근로권의 자유권  측면에서는 자유로운 조건 아래에서 

일할 기회를 국가나 타인이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에서 의의를 찾

게 된다. 이는 곧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직결된다.49) 자유권으로

45)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3면;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박영사, 2013, 523

면;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다만, 정종섭, 『헌법학원론』제8판, 박

영사, 2013, 772면은 사회권적 성격보다 자유권적 성격이 더 크다고 한다. 

46) 장영수, 『헌법학』제7판, 2012, 홍문사, 826면.

47)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690면 참고.

48)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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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근로권은 소극 으로 특정근로에 종사를 원칙 으로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를 구체  내용으로 한다.50) 즉 자유권의 본질은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

을 선택하는 데 있어 ‘국가로부터 자유’에 방 이 놓인다. 

이와 달리 근로권의 속성을 사회권의 측면에서 악함에는 근로자의 생존확

보를 해 근로의 자유와는 별개로 생존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을 보장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들어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생계에 에 처한 국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노동

시장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하게 변모하여 상시 인 고용불안에 놓인 근로

자도 늘어나고 있다. 근로권을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근로의 자

유를 보장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극 으로 생존과 생활을 해 국민들이 요구

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근할 필요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51) 즉 생존이나 

생활을 한 권리로서 근로권에 사회권성이 부여될 필요가 강하게 두된다. 

그리하여 근로권의 사회권  성격은 경제  약자인 근로자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근로의 

권리를 자유권  성격과 사회권  성격의 이 성을 지닌 것으로 악할 때, 

주  공권의 에서 근로권의 자유권  성격은 소극  방어  권리이므로 

그 한계에 이견이 많지 않으나, 사회권  측면에서는 국가에 요구하는 극  

권리의 성격을 띠므로 이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에 해 다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나. 사회  권리로서 근로권에 한 이해

(1) 로그램규정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정치 ・도의  의무를 국가에 부과한 로그램규정이라고 이해한다.52) 국

49)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의 존재를 이유로 근로권의 자유권적 성격을 부정하고 아예 사회

권적 기본권으로만 파악하려는 입장은 한수웅, 『헌법학』제3판, 법문사, 2013, 987면. 

50) 김승년, “헌법에서의 근로활동권 –근로권과 노동3권의 내용 및 제한을 중심으로”, 『법학논

총』제25집, 단국대법학연구소, 2001, 355면 각주 12.

51)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473면; 한인상, 앞의 논문,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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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국민의 능력에 따른 근로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근로에 상응하는 보수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의무를 지지만, 국가에 요구되는 이런 의무는 국

가권력을 직  구속하지 않고 단지 입법 방침을 제시하는 수 에서 머무른다

고 한다. 근로권의 권리성을 정면에서 인정하기보다는 정책  지침을 담은 

로그램  성격으로 보면서, 입법과 재정  지원이 뒤따를 때에 비로소 실효성

을 가지는 입법방침규정으로 이해한다.53) 

이에 따르면 근로권의 실 은 국가에 의한 경제  부를 제로 하므로, 국

가의 경제력이나 산, 입법이 수반될 때에만 구체  실 이 가능한 미래의 

잠재  권리를 의미하게 된다. 이는 근로권을 국가권력의 정치 ・도의  의

무를 표방한 정치  선언규정으로 이해함으로써,54) 근로의 권리가 헌법상 국

민에게 구체 인 권리로서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제에 서게 된다. 

(2) 규범  기 권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를 단에서 선언하고 후단에서 국가가 사

회・경제  방법으로 고용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방식에 착안해 근로

권의 성질을 근하는 견해가 있다.55) 이에 따르면 근로권에 해 생존권  

기본권을 기 로 하여 국가가 근로기회 확보에 최 한 조치를 해서 완 고용

을 한 책임을 진다는 헌법  의무가 발생하지만, 그 수 에서는 국민으로서 

기 되는 지  내지 이익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체제의 국가에

서 헌법상 근로권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완 히 실 된 는 없다는 에서 

근로권의 실 은 법  보장이 없는 기 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근로권은 국가에 일자리를 요구하거나 생활비를 요구할 권리가 아니고 국가

의 고용증진정책에 의해 실 될 일종의 기  권리이므로, 일면 로그램규

정의 성격을 가진다. 그 지만 고용증진에 배치되는 입법은 헌이라는 에

서 단순 로그램규정에 그치지 않고 법  규범성을 갖고 그 범 에서는 권리

52) 박일경, 『신헌법원론』, 법경출판사, 1986, 345면; 김치선, 『노동법강의』, 박영사, 

1986, 142면.

53) 김유성・이흥재, 『노동법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83면 참고.

54)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471면.

55) 문홍주, 『한국헌법』, 해암사, 1993,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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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닌다고 악한다.56) 로그램규정설보다 권리 측면에서 조  더 나아

간 입장이라 할 수 있다.

(3) 추상  권리설

근로권의 법  권리성을 정면에서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다만 근로권을 구체

인 입법에 의해서만 비로소 실 될 수 있는 추상 인 성질의 권리로 본다. 

추상  권리설은 근로권의 법  권리성을 인정하지만 국가재정의 뒷받침이 있

는 구체  입법으로만 실 될 수 있으므로, 그 이  단계에서 근로권 자체는 

추상  권리라고 한다.57) 그 근거로는 근로권에 한 국가의 의무로 헌법은 

근로자의 고용증진의무만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뒷받침이 따라주지 않아 입

법조치가 제 로 강구되지 못하는 실을 감안할 때, 구체  권리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는 을 든다.58) 제헌헌법의 입법자는 근로권에 한 헌법상의 권리 

의무를 실생활에 주장하기 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한다.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도의 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로써 곧 구체 인 권리 의무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59) 따라서 

고용정책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과 같은 근로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헌법 제32조가 그 해석  운 의 칙이 되며, 헌법 규정에 반하는 입

법은 헌확인소송을 통해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에서 법률규범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추상  권리설은 근로권에 극 이고 구체 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련 법률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국민에 손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국가를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 일정 부분에서는 청구

권  성격을 인정한다. 결국 추상  권리설은 근로권에 한 구체  입법의 

불비를 제로 제한 인 권리성을 인정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56) 문홍주, 『한국헌법』, 307면.

57) 임종률, 『노동법』제13판, 18면; 김형배, 『노동법』제22판, 120면; 구병삭, 『신헌법원

론』, 박영사, 1995, 582면.

58) 이영희,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90, 83면 참고.

59)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인 유진오의 국회 독회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제헌헌법상 근로권

이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에 서있다는 분석은 한인상, 앞의 논문,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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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체  권리설

근로의 권리는 입법이나 정책을 기다려야 실 될 수 있는 추상 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국가나 공공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60) 근로권을 극 ・ 실

으로 해석하는 결과 국가가 국민에 근로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실업이 발생

하면 직업을 알선하거나 취업할 때까지 실업수당 등으로 상당한 생활비를 지

해야 할 구체  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 근로권이 입법・

행정・사법의 국가권력을 직  기속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  

근로권을 직  효력을 갖는 종합  권리로 보아 일할 자리에 한 권리와 

함께 특히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서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일할 환경

에 한 권리로서 근로권은 생활권  성질의 구체  권리성이 부각된다고 본

다.61) 그럼에도 근로권을 구체  권리로 볼 만한 이론  근거가 분명하지 못

하다는 이 계속해서 지 되고 있다. 사유재산제를 취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완 한 근로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재

정・ 융정책과 같은 경제정책으로 완 고용을 실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노력의무이지 구체  청구권의 상은 아니라는 이다. 국가의 재정상 능력

은 근로권을 구체  권리로 보는 데 본질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62) 가

령 근로권의 체  보장으로서 실업 여의 지  등의 의무의 실  여부는 확

실히 국가의 재정능력에 달려있다. 그 지만 이를 근거로 구체  권리성을 부

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가  노력이나 구직을 지원

하는 직업훈련처럼 국가가 사 에 노력할 수 있는 역은 구체  권리에 의해

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60)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2013, 박영사, 1007면;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692면; 김유성, 『노동법 I』, 법문사, 2005, 19면;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5, 72

면; 박형오, 앞의 논문, 303면; 김승년, 앞의 논문, 356면.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4면은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의 일종이라고 한다.

61)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471면 및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참고.

62) 박형오, 앞의 논문, 304면;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8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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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재와 당 의 교차로서 근로권의 권리성 검토

근로권의 법  성격을 설명하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근로권의 성격은 근로

권을 통해 근로자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에 의미가 있다. 헌

법부터가 시 ・정치  이념을 반 하는 역사  산물이라는 에서 근로권

의 성격은 시 상황이나 국가체제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 인 내용이 된

다.63) 자본주의 경제의 발 으로 근로권에 극 인 의미를 담을 수 있게 

지만, 동시에 취업난과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생존권을 받는 국민이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권의 법  성격은 

자유권  기본권성을 내재한 사회권  기본권으로 악할 수밖에 없다.64) 사

회권  기본권으로서 근로권은 일할 자리는 물론 일할 환경에 하여도 국가

에 요구할 수 있는 구체 인 법  권리라고 이해된다. 이에 따라 근로권에 

한 침해행 나 입법부작 에 해 헌법소원으로 처할 수 있고, 완 고용을 

지향하는 고용정책을 국가의 책무로 극 으로 요구할 수 있다. 

생활과 생존에 한 권리로서 근로권을 어느 범 까지 국가에 요구할 수 있

는가에 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지만, 이를 국가에 실 으로 요구할 수 있

는 구체  권리로 보려는 입장이 근로 주체의 편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라는 데에 의문이 없을 것이다.65) 그럼에도 로그램규정설부터 규범  기

권설, 추상  권리설이 나란히 검토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물음을 던질 수 있

다. 바이마르헌법을 둘러싸고 논의가 발 던 로그램규정설에 한 도 

그러했지만, 결국 구체  실  권리로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당 측면

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법이나 제도, 특히 국가의 재정이나 경제력이 실질

으로 뒷받침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존재측면에서 근하는 시각이 갈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근로권이 헌법이 규정한 선언  규정이란 말 속

63) 국가체제와 경제형태의 반영으로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로는 Brox/Rüthers, Arbeitsrecht, W. 

Kohlhammer, 15. Aufl., 2002, Rn. 1c S. 3(이학춘 역, 『독일노동법[14판]』, 노동경제연구원, 

2002, 3면 이하 참고).

64) 같은 취지로 한인상, 앞의 논문, 91면.

65) 김형배, 『노동법』제22판, 12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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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구체  권리로 근로권을 악하는 것이 근로자에 유리한 진 된 근이

라는 을 부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근로권을 실에서 구체 으로 실 하

고 보장하기에는 국가가 비가 되지 않았다는 존재론  문제가 있으므로 시

기상조라고 보아 타 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추상  권리설이 로그램규정

설에서 한 발 나아가긴 했지만, 구체 으로 국가에 근로권을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는 근로권을 구체 으로 실 할 수 있

는 국가의 능력이 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다. 즉 사실이 규범을 결정한 

것이다.

구체  권리설에 따르면 근로권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실  권리가 된

다. 근로권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라 할 취업의 기회 보장을 생각해 볼 때, 

재 우리 실정에서 취업의 기회를 국가에 보장받고 있거나 는 취업의 기회를 

국가에 요청하는 데 실효성을 담보받고 있지 못하다. 이 게 본다면 구체  

권리설은 어느 정도는 아직 이상 인 지향 에 그치고, 실은 오히려 추상  

권리설에서 인식하고 있는 바로 그 수 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도 지 않다. 

결국 근로권의 사회권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가, 생존권으로서 근로권을 어

디까지 미치는 권리로 보는가 하는 은 당 인 면에서는 구체  권리설이 

담당하겠지만 존재론  부분에서는 추상  권리라는 지 이 일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권이 당면한 실의 여건이 추상  권리설에 무게를 더해주더라

도 헌법이 담아내는 가치는 재의 존재나 사실에만 종속하여 단할 수는 없

다. 헌법  규범가치는 재에는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지향을 

담아내는 부분을 포함한다. 실제 헌법규정들의 다수는 그와 같은 제를 내포

하고 규정되어 있다.66) 실에서 불완 하고 미흡하며 층족되지 못한다고 하

여 규범에서 의도하는 권리의 한계를 여기에 기 을 두고 악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권리의 보장에 부족함이 있고 사회경제  사정에 의해 한계가 지워지

더라도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하여 헌법 규범

은 정책  근거가 되고 해석상 지침이 된다. 근로권을 구체  권리로 악하

66) 김유성, 『노동법 I』, 19면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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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데에는 이와 같은 고려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지 까지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  권리로서 근로권에 한 국민의 기 나 요구가 채워지지 못

하 지만, 근로권에 해 국민이 구체 으로 기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와 동시에 국가가 그 실 을 해 노력할 입법・정책  책무를 보다 선

명하게 드러낸다는 에서 사회권으로서 근로권은 구체  권리로 이해함이 타

당하다.67) 

2. 규범구조에 따른 근로권의 보장 내용

가. 근로권 보장의 이원  구조

자유권  기본권성을 내포한 사회권  기본권으로 근로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수 있지만 그 구체  내용으로 도출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 근로권을 구체  권리로 악할 수 없다는 논거로 이와 같

은 구체  법  보장의 수 이나 범 를 객 으로 획정할 수 없다는 이 

거론되기도 한다. 따라서 구체  권리로서 근로권의 구체  보장내용은 무엇

인지 다시  주목된다. 사회  기본권의 하나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할 때 그 

구체  내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근할 수 있다. 헌법상 근로권의 규범구조

를 제로 하여, 제1항 제1문의 총 규정과 제2문 이하의 부분 인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68) 비슷한 맥락에서 헌법상 근로권을 본질  내용과 보충

 내용69)으로 혹은 본원  내용과 생  내용70)으로 나 는 것도 구조 인 

근이라 할 수 있다. 

근로권으로 보장되는 본원  내용으로는 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을 근거로 

한 근로기회의 제공요구가 검토된다. 이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

업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국가에 근로의 기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67) 구체적 권리로서 고령자 근로권의 내용 전개는 후술 제4절 I. 3. 부분 참고.

68) 김유성, 『노동법 I』, 15면.

69)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4면; 박형오, 앞의 논문, 307면.

70) 이상윤, 『노동법』제4판, 법문사, 2009, 53면.



- 31 -

말한다. 이 때 근로기회 제공요구에 한 체  권리로서 생계비 지 을 요

구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근로권 보장을 한 보충 ・ 생  내용으로는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이하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해고제한, 

정임 의 보장  근로조건기 의 법정주의,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

보호,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규정하는 구조에 따라 근로권의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은 형식

이고 상 인 구분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가령 제32조 제1항 제1문의 

근로기회제공이 근로권의 본질 인 내용이라면서 제32조 제1항 제2문의 고용

증진의무는 생  내용으로 이해한다. 고용증진의 주된 내용이 입법과 정책

에 의한 고용기회의 창출과 확 라는 에서 보면, 고용증진은 생 이고 보

충  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근로기회제공에 바로 직결되는 본질 ・본원  

내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근로권의 각 규정들이 그 규정순서나 규

정 치에 따라 요도에 차등이 있거나 법  효력에 우열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는 을 고려한다면,71) 본질인가 보충인가, 본원인가 생인가 하는 분류방

식보다는 근로권의 실질  내용으로부터 표지를 간취하여 유형을 나 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권의 실질  내용을 추려내 개별 으로 근한다는 취지에서, 일할 자리

에 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나눠보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72) 

헌법재 소도 근로의 권리는 구체 인 내용에 따라 일할 자리에 한 권리와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일할 자리에 한 권리는 

국가에 하여 고용증진을 한 사회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하며, 사회권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73) 일할 환경에 한 권

리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

71) 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20결정: “헌법의 제 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

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

적・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략)…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

별적 헌법 규정 상호 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72)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523면; 노호창, 앞의 논문, 163면; 한인상, 앞의 논문, 91면.

73)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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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한다. 이는 사회권  성격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한 침해를 방어하기 

한 자유권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한 정당한 보수, 합리 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74) 

이하에서는 근로권의 구체  내용으로서 일할 자리에 한 권리에 하여 근

로의 기회제공을 요구할 권리를 심으로 체  권리로서 생계비지  청구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검토하고, 일할 환경에 한 권리의 내용

으로서 해고의 제한, 정임 의 보장, 그리고 근로조건 기 의 법정, 여성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에 한 개별 내용을 확인한다.

나. 일할 자리에 한 권리 보장

(1) 근로기회의 제공 요구

근로권의 핵심 내용으로서 일할 자리에 한 권리는 헌법 제32조 제1항 제1

문이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국가에 근로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와 련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

짐에도 취업기회를 얻지 못한 자가 국가에 근로의 기회제공을 요구하고 요구

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체  근로권으로서 상당한 생계비 지 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근로기회제공청구권설75)은 근로권을 규정한 

제32조가 생계비에 하여 별도의 언 이 없으며, 아울러 생계비 내지 실업수

당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통해 보장된다는 을 들어, 

근로기회제공청구 외에 생계비지 청구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해 생계비지 청구권설은 취업기회제공에 한 

요구는 공통으로 제하나 근로기회제공을 못하는 때에 이를 보충하거나 체

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생계비 지 까지를 근로권의 보장내용에 담고자 하는 

74)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75)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5면;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692면; 김형배, 『노동

법』제22판, 122면;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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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76) 여기서는 헌법 제32조를 규범  근거로 입법・정책  결정에 따

라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정책수단으로 보험제도를 취하여 생계보장과 재

취업을 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에 주목한다. 고용보험법상 실업 여

청구권이 헌법 제32조를 근거로 한 것이며, 사회・경제・재정  여건을 고려

하여 보험 여의 수 요건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77) 

헌법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의 본질  내용이 근로기회제공의 청구에 있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근로권이 구체  권리로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실 으로 완 한 근로권의 보장은 불가능하다. 한 완 한 고용이 불가능

하듯 완 한 생계비지 도 불가능하다. 그 지만 실  제약 아래에서 완

고용을 지향할 국가의 책무가 있고, 제한된 요건 아래에서 생계비지 을 보장

하고 이를 확 해 나가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 다만 생계비지 요구는 그 

체 ・보충  권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근로기회의 제공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기회가 제공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생계비지 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78) 아울러 체  권리로서 생계비지 의 수 은 국가의 재정능

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에서 한계를 갖는다.

근로권의 본원  내용으로서 근로기회의 보장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진 국

민이 국가에 해 근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상 근로권에 따

른 근로기회의 보장은 세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79) 첫째, 기득근로권의 보장이

다.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한 보장으로서 사용자의 일방  

자유의사로 근로 계를 단당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80) 둘째는 기

근로권의 보장이다.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진 취업희망자가 일할 기회를 찾는 

데 있어 고용증진에 역행하는 입법이나 정책으로 취업 기회를 박탈하거나 무

시하는 것으로부터 일할 기회를 지켜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81) 셋째는 극

근로권의 보장이다. 국가가 사회・경제  방법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76) 임종률, 『노동법』제13판, 18면 각주 1; 김유성・이흥재, 『노동법 I』, 83면.

77) 한인상, 앞의 논문, 93면.

78)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473-474면.

79) 박형오, 앞의 논문, 306면 참고.

80) 김유성・이흥재, 『노동법 I』, 83면. 

81)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47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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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하여 실업에서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극 으로 근로 기회를 보장

하는 내용이다.82) 요컨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가 근로할 수 있도록 국

가가 고용정책 등을 추진하여 실질  근로기회를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 

근로기회가 마련되어 취업 인 자에게도 안정  취업상태의 유지나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 된다.83) 따라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보장한다는 의미는 소극 으로는 근로권의 주체가 취업기회를 유지

하고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이고, 극 으로는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

진 자가 근로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이를 요구하여 취업기회를 보장

받도록 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같은 근로기회의 보장에는 일정한 기 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근로기회 

보장을 한 실질  요건으로는 근로내용의 정성과 근로조건의 정성이 우

선 검토될 수 있다.84) 근로내용의 정성이란 실질 으로 근로능력에 상응하

는 근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근로 주체의 희망이나 능력, 성

에 일정한 수 에서 부합하는 직업이 보장되어야 직의 근로기회가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조건의 정성은 취업기회의 형식  제공뿐만 아니

라 근로조건이 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비로소 근로기회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 임 수 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사회통념상 정한 

수 에서 확보된 일자리여야 한다는 뜻이다.   

(2)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헌법 제32조 제1항은 제1문에서 근로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제2문에서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 으로는 사회정책에 의한 고용증진과 경

제정책에 의한 고용기회 확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할 입법추진과 함께 고용확   실업 책 등에 한 정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고용증진의 본래  내용이 고용창출과 확 에 있다고 볼 때 이

82)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1008면.

83) 한인상, 앞의 논문, 92면.

84) 그 밖에도 실직기준의 엄격성, 근로적직의 엄격성 및 근로내용의 적법성 등이 근로권의 실

질적 보장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박형오, 앞의 논문, 308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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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본 근로의 기회제공과 맞닿아 있다. 그 다고 고용증진의 의미를 근

로의 기회제공  일자리의 창출에 국한해볼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상 으

로 양질의 일자리와 우수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85)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는 곧 일할 자리에 한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서도 보장  의미를 갖게 된다. 사회・경제  방법으로 고용증진

을 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에는 실 여건을 고려하여 입법이나 정책으로 이

를 구 하여야 한다는 에서 일정 부분 재량  한계를 지닌다. 이에 한 구

체  법제로는 취업기회 제공에 해,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등이, 여성, 장애인  고령자의 

취업보장  고용기회 확 를 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장애인고용 진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 고용 진에 한 법률」 등이 개별 법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 일할 환경에 한 권리 보장

(1) 해고의 제한 

해고는 사용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 계를 종결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한 특별한 보호요청에서 국가가 강행규정으로 해고를 제한하는 것은 곧 계약

자유에 한 제한이 된다.86) 그 에서 근로권의 보장내용에 계약자유로서 해

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는지 논의된다.87) 근로의 권리가 

국가와 국민의 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해고와 같이 사용자

와 근로자의 개별  근로 계를 근로의 권리에 따라 규율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국가  효력과 함께 사인  효력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평등권과 자유권  측면에서 근로권은 제3자  

효력을 지닌다고 해석된다.88) 근로권이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직  효력을 

85) 같은 취지로 한인상, 앞의 논문, 93면.

86) Brox/Rüthers, Arbeitsrecht, 15. Aufl., Rn. 3 S. 9.

87)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6-677면 참고.

88)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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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고 보면, 계약의 자유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도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해고제한이 근로권의 내용이 된다는 논거는 해

고가 임 , 근로시간, 근로환경, 복리후생, 인사이동, 복무규율 등 범 한 조

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에서도 찾을 수 

있다.89) 사용자의 무분별하고 자의 인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한 

측면에서 근로권이 보장되었고, 아울러 해고에 한 입법・정책  방기는 곧 

근로권의 보장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에서 해고제한

은 근로권의 보장 내용에 포섭시켜야 한다.

근로권의 보장내용의 하나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인정한다

면, 다음으로 해고에 한 보호법리의 성격이 문제된다. 헌법재 소는 여기에 

해 먼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

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90) 특히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 으로 취업기회를 갖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 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시한다. 다만, 이로부터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한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  보호하여  것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하

여, 이른바 직장존속보호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91) 단지 국가는 이 기본권

에서 나오는 객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뿐이라고 한다.  

(2) 정임 의 보장

근로의 권리의 내용으로서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최 임 제 시행과 함

89) 이달휴, “근로권과 해고제한의 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비판적 검토”, 『공법학연구』제

13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117면; 한인상, 앞의 논문, 95면.

90)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91)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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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정임 의 보장의무를 국가에 부과한다. 정임 은 근로자와 가족이 인

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의 임 수 을 말한다.92) 따라서 국가는 정수 의 임 이 보장되도록 입법

조치와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그 지만 정임 의 수 이 

무엇인지에 한 명문의 근거가 없고 그러한 정임 을 보장하는 구체  입

법이나 정책 한 부재한 실정이다.93) 다만 「근로기 법」은 임 의 개념과 

지 방법, 임 지 의 보장 등 기본 사항을 규정하며, 「최 임 법」은 근로

자의 생계비나 유사근로자의 임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최 임 이 개별 

근로 계에 강행 용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3) 근로조건 기 의 법정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 과 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

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 차

원에서 보장하기 하여 최소한의 기 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94) 여기

서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 을 수령하는 

데 한 조건을 말한다. 구체 으로는 임 과 임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

시간, 안 시설과 생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 을 수

령하는 데 한 제조건을 말한다.95) 다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이 구체 으로 어느 수 인가에 하여는 사회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 으

로 구체화하도록 법률유보된 입법재량의 역에 속한다고 본다.96) 근로조건의 

최 기 을 정한 일반법이 「근로기 법」이며, 이 법이 용되는 사업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수해야 한다. 근로조건을 보호하

기 하여 그 밖에도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 

92)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7면에서는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임금의 적정성 

판단에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기여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93) 한인상, 앞의 논문, 96면.

94)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1010면; 김유성, 『노동법 I』, 17면은 이 규정이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수정을 예정한 것이라 본다.

95)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결정.

96)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결정;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

5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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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 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 여 보장법」,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한 법률」, 「 견근로자보호 등에 

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4) 여성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

헌법 제32조 제4항과 제5항은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에 해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생존과 보건 등에 취약한 약자에 한 인도  처우를 

보장하기 함이라고 해석된다.97) 여성근로는 모성  신체 , 생리  특성으

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연소근로자는 사회  보호필요성에 따라 사회정

책  고려가 반 된 것이다.98) 

헌법 제32조 제4항에서는 여성근로의 특별보호에 더불어 고용・임   근로

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지하고 있다. 차별  실을 고려하여 고용과 임  

 근로조건에서 남성에 하여 여성이 차별받아서는 안 됨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이른바 동일노동에 한 동일임 의 원칙을 밝힌 규정으로서, 근로기

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제6조)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

임  지 원칙(제8조 제1항)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동일가치의 노동인가에 

한 단은 노동의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등에 따른

다. 이와 같은 근로권 보장의 내용으로서 여성  연소자에 한 특별보호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특수성을 검토하는 데 비교 거가 된다.

라. 검토

근로권의 내용을 헌법 규정의 형식  구조에 따르기보다 실질  내용에 

을 두어 고려할 때, 그 구체  내용에 따라 일할 자리에 한 권리와 일할 환

경에 한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일할 자리에 한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란 자주 으로 근로 계를 형성하며, 

97)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80면.

98) 한인상, 앞의 논문,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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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방해 없이 근로 계를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제공에 하여 국가에 

극 인 입법이나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99) 한편, 일할 자리에 한 

권리의 내용은 국가에 한 고용의 창출  증진 보장뿐 아니라 취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유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일방 으로 근로

계를 단당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는 고

용기회 제공이라는 고용의 양  확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 근로조건 

보장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로 한다는 에서 일할 환경에 한 권리와 

양립한다.  

근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아울러, 보장된 근로기회가 실질 으로 유지되

도록 정임 과 해고제한 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에 한 부분은 근로권의 

 다른 주요한 측면을 이룬다. 이 내용들은 개 일할 환경에 한 권리가 

된다. 이에 해서는 사회권  성격과 함께 자유권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아 사인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된다.100) 그러나 일할 자리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나 다고 하여, 양자가 반드시 각자의 고유한 역

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101) 고용 계의 변화에 따라 고용, 실업, 재취업이 

연속 으로 진행되며, 고용 에도 선호 일자리에 한 요구  이직, 근로환

경의 개선 요구와 같이 일할 자리와 일할 환경이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

속되거나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할 자리에 한 권리  일할 환경에 한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권에 

한 보장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수단의 보장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아실 의 

수단이자 국가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는 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상 근로권 보장에 한 내용은 고령자 근로권에도 동일

하게 용되며, 단지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련된 특수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논의가 집 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102)

99)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5헌마586 결정.

100)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정.

101) 한인상, 앞의 논문, 91면은 이 점에서 양자를 상호유기적인 관계로 정의한다.

102) 후술 제4절 I. 1. 및 2.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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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고령자 근로권과 국제노동기  

Ⅰ. 국제노동기구의 고령근로자에 한 권고  

      

1. 권고 채택의 배경과 의의  

고령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제노동기 의 용을 받는

다. 이에 따라 기본인권, 고「」용, 사회정책, 노동행정, 노동 계, 근로조건 

 사회보장과 련한 모든 국제노동기 은 고령근로자에게도 용된다.103) 

그러나 고령근로자의 특유한 문제에 해서는 「폐질, 고령  유족 여에 

한 약」(Invali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1967, No. 

128), 「고령근로자 권고」(Older Workers Recommendation, 1980, No. 162, 이하 

‘제162호 권고’라 함)와 같은 별도의 국제노동 약  권고로서 다 진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과 련한 것으로는 제162호 권고를 들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총회는 1980년 6월 4일 

국제노동사무국 이사회가 소집한 제66차 회기에서, 1958년 채택된 「고용  

직업상 차별 우에 한 약」(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No. 111)에서 열거된 차별의 근거  연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을 확인하고, 「고용정책권고」(Employment Policy 

Recommendation, 1964)와 「인 자원개발권고」(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commendation, 1975)에서 고령근로자에 한 특별한 규정과 폐질, 고령  

유족 여에 한 약에서 고령자의 사회보장에 한 규정을  상기하고, 

1975년 제60차 회기에서 채택된 「여성 근로자의 기회  우의 평등에 한 

선언」(Declaration on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for Women 

Workers) 제6조 (3)의 규정에 비추어 고령근로자의 은퇴 비  고령근로자에 

한 기회와 우의 평등 기 에 한 기존 문서를 보충할 필요성을 고려한 

103) Alexander Samorodov, “Ageing and labour markets for older workers”, Employment and 

Training Papers, ILO Employment and Training Department, 1999,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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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980년 6월 23일 고령자 고용에 한 권고를 결의하게 되었다.104) 

동 권고는 고령근로자에 한 평등한 기회와 우를 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직업생활로부터의 진  은퇴를 비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권고의 용 상이 되는 고령근로자는 ‘고령화

로 인하여 고용  직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

고(제1조 제1항), 일정 범주의 연령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권고는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제2장과 제3장인 보호와 평

등원칙을 두 가지 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고령근로자

의 고용상 차별 특히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하는 것이고, 보호의 원칙

은 고령근로자의 고용확보를 해서는 차별의 배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고령

근로자의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필요에 응하기 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 한다.

2. 권고의 구체  내용 

가. 고령근로자에 한 동등한 기회와 우 

기회  우의 평등  차별 지는 이 권고에서 나타나는 요한 원리이

다.105) 회원국이 고령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우를 진하여야 하고 고용 

 직업에서 고령근로자에 한 차별을 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권

고한다(권고 제3조). 구체 으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기술・기술・자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기회  직업훈련시설 등의 부여, 고용의 보장, 동일 가치 근로

에 한 동일임 , 사회보장조치  복리후생, 산업안 보건 등 근로조건 보

호, 직업활동 내지 고용과 련한 주택, 공공사업, 의료 등에서 고령근로자를 

동등하게 우할 것을 말한다(권고 제5조). 

104) 이는 동 권고 서문(Preamble)의 내용이다.

105) Alexander Samorodov, op. cit.,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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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권고는 근로 계의 존속을 해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고

령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권고는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연령과 련하여 어

려움에 처한 경우 고령화를 진시키는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해

당 근로자의 능력에 비추어 과도한 작업속도를 요하는 작업조건과 근로시간의 

형태를 변경하며, 인체공학  원리 등 모든 가능한 기술  방법을 통해 근로

자의 건강보호・사고 방  노동력 보존이 가능하도록 업무내용을 근로자에

게 합하게 하고, 안 보건조치와 감독과 같은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권고 제13조).106) 

이 때 근로시간 형태의 변경에 한 내용으로, 힘들고 유해하며 험한 작업

에 종사하는 고령근로자의 일일  주당의 통상 근로시간 단축, 노령연  수

연령 도달 이 의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고령근로자의 근

로시간의 진  단축, 근속기간  연령에 기 한 유 휴일의 증가, 고령근로

자의 근로시간과 여가를 편리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특히 트타임 고용의 

진  탄력  근로시간의 제공, 수년간 연속  는 반연속  교 작업에 종

사한 고령근로자를 통상 으로 주간 근로시간에만 수행되는 작업으로의 배치 

등을 들고 있다(권고 제14조). 노동력 감축과 련하여 제18조에서는 재취업지

원,  보상 등을 통해 고령근로자에게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도록 한다. 

다.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와 그에 따른 권리 

106) 13. Where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ies in adaptation encountered by older workers are 

mainly related to advancement in age, measures in respect of the type of activity in question 

should to the extent practicable be applied so as to (a) remedy those conditions of work and of 

the working environment that are likely to hasten the ageing process; (b) modify the forms of 

work organization and working time which lead to stress or to an excessive pace of work in 

relation to the possibilities of the workers concerned, in particular by limiting overtime; (c) adapt 

the job and its content to the worker by recourse to all available technical means and, in 

particular, to ergonomic principles, so as to preserve health, prevent accidents and maintain 

working capacity; (d) provide for a more systematic supervision of the workers' state of health; 

(e) provide for such supervision on the job as is appropriate for preserving the workers' safety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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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호 권고는 은퇴에 한 비와 련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데, 고령근로자가 노동에서 은퇴로의 이행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데 주된 심을 두고 있다. 즉, 근로자의 자발  내지 자율  퇴직의 원칙, 

소득상실  감소로부터의 보호, 퇴직 비계획기간의 부여와 련 정보의 제

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칙 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시기  방법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수입 특히 자신이 수령하게 될 노

령연 , 세제, 의료  사회서비스와 같이 이용가능한 혜택, 계속 근로의 기회

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은퇴 계획을 비할 수 있어야 한다(권고 제21

조). 특히, 특정 연령에서 고용을 종료시키는 입법이나 기타의 규정( 컨 , 정

년)은 제3조(고령근로자에 한 차별 지 원칙)와 제21조(자발  퇴직의 원칙) 

등에 비추어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제22조). 

한 제23조 내지 제25조는 일정한 경우 고령근로자의 소득보장을 한 제도

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3조는 노령연 의 수 연령에 도달하기 이

의 일정 기간 동안 고령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감소 내지 상실

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단시간근로로 환한 고령근로자에게 발

생하는 소득감소의 일부 는 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24조는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에 하여 실업 여를 지 하거나 

1년 이상의 장기실업상태에 있는 고령근로자에 하여 조기노령연 수 자격

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  제25조는 유해 험작업에 종사하 던 고령근로

자나 노동부의 격한 장애등 에 해당하는 고령근로자에 해 장애연  등 

다른 연 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조기노령연  수 자격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근로자가 은퇴에 비한 계획을 세우고 은퇴 이후의 생활에 응

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의 은퇴 이 에 일정한 비기간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다(제30조 제1항). 특히 그러한 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ⅰ) 수령가능한 

노령연  등의 수입과 의료보호, 사회  서비스  기타 공공서비스 비용의 

감소와 같은 기타의 이익, ⅱ) 단시간근로  자 업 등 직업활동을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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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와 조건, ⅲ) 의료진단, 체력단련, 식이요법 등 고령화 방지를 한 

조치, ⅳ) 여가시간의 활용방법, ⅴ) 은퇴문제 는 기술개발 등 교육 시설에 

한 활용가능성 등과 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제30조 제2

항).

Ⅱ. 유엔의 고령화에 응한 기본원칙  행동계획

1. 고령자에 한 문제의 인식과 기본원칙의 결의 

 세계 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면서 UN은 고령자의107) 문제

가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음을 자각하 다. 이에 1982년 비엔나에서 제1차 

세계고령화회의(The World Assembly on Ageing)를 개최하고 고령화, 노인문제 

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  지침을 한 최 의 국제  문서로서 「고령화에 

한 비엔나 국제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하 다. 이 계획은 국제사회, 정부  기타 기 과 일반사회에 걸쳐 사회

의 진 인 고령화와 노인들의 요구사항에 응할 수 있도록 범 한 지침

과 일반 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108) 즉, 소득보장과 고용뿐 아니라 건강과 

양, 노인 소비자 보호, 주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교육 분야를 포함한 62

개항의 권고를 포함하고 있고, 동 계획은 이후 수십 년 간 국제사회에서 개발

된 기 과 략의 국제 인 거로 기능하 다.109) 소득보장과 고용과 련하

여서는 특히 남성에 비해 열악한 지 에 있는 여성 고령자에게 특별한 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참여 보장, 연령차별의 철폐, 가

능한 최 한의 정한 근로환경 보장 등 일할 권리와 퇴직할 권리의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는 권장사항들을 제시하 다.

107) UN의 문서에서 고령자는 ‘older person’, ‘elderly’, ‘the aged’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모두 

고령자 또는 노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고령화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서문에서 세계 노인 인

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분류를 60세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UN이 

상정하는 고령자는 60세 이상인 자로 볼 수 있다.

108) 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Ⅲ. A. 26.

109) 보건복지부,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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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계획이 인 된 지 9년 후인 1991년에 유엔 총회는 46/91의 결의로써 「노

인을 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

다. 이는 18개항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고령자의 지 와 련한 다섯 가지 

소주제, 즉 독립, 참여, 돌 , 자아실 , 존엄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령자 

고용 문제와 련된 원칙으로는 고령자에 한 근로기회의 부여(제2원칙)110), 

퇴직 시기와 방법에 한 자발  결정 원칙(제3원칙)111), 교육  훈련을 받을 

권리(제4원칙)112), 차별 지  평등 우의 원칙(제18원칙)113) 등을 들 수 있다.  

 

2. 고령화에 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가. 채택 배경과 개요 

인구 고령화가  지구 인 상이 되고 이에 한 구체 인 응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2년 고령화에 한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된 지 20년 

만인 2002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UN은 고령화에 한 정책의 목  내지 목표, 이행방향과 

련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으로서 「고령화에 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the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발표하 다.114) 이 계획에

서는 인구의 고령화 상에 따른 문제가 고령자를 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강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 발  략을 구성함에 있어 인구 고령화 

상을 반 하여야만 지속 인 발 이 가능하다는 을 인식하고 있다. 아울

110) Principle 2. Older person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or to have access to other 

income-generating opportunities. 

111) Principle 3. Older person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determining when and at what pace 

withdrawal from the labour force takes place. 

112) Principle 4. Older persons should have access to appropriate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mes. 

113) Principle 18. Older persons should be treated fairly regardless of age, gender, racial or ethnic 

background, disability or other status, and be valued independently of their economic contribution. 

114)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 서문의 12. 참고. 

   (원문은 http://www.un.org/en/events/pastevents/pdfs/Madrid_pl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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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고령자를 연 수 자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혜 상자라는 수동 ・의존

 존재가 아니라 활기찬 노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 인 존재

로 인식하는 사고의 환을 강조한다.115) 이러한 에서 이 계획은 노인과 

발 ,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의 증진, 능력의 부여  지원 환경의 확보라는 

세 가지 핵심 인 주제에 기반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과 련하여서는 ‘노인

과 발 ’의 항목에서 다 지고 있다. 구체 으로, 노인과 발 의 경우 8개의 

과제와 총 107개의 세부행동을 포함한 14개의 권고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가

운데 두 번째 과제인 ‘경제활동과 노동력의 고령화 응’이 여기에 해당된

다. 

나. 고령자 고용기회의 확보와 련한 구체  내용 

이 행동계획 가운데 고령자 고용과 련하여서는, 고령자가 사회와 발 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그 제로서 고령자에 한 일체의 차별 지를 요한다. 이에 따라 

이 부문에서 행동계획의 목표는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고용기회

를 부여하는 것’으로 삼고(제23조 내지 제28조), 14개의 구체 인 세부 행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116) 

첫째, 노동시장정책이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생산과 고용에서 

높은 성장률을 진할 것을 목표로 삼도록 하는 것과 같은 고용증진을 거시경

제정책의 심에 둔다. 둘째, 고령근로자가 일하기를 원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근로연령인구(working age population)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이 노후에 배제되거나 의존하게 되는 험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자와 장애인을 노동시

장에 재통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여성 고령자의 근로참여증진, 방에 

115) 정경희・정은지・남현주・최혜지,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

실태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15면.

116) 이하의 내용은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행동내용 (a) 내지 (n)까지의 규정을 번

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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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지속 인 근로 련 보건서비스, 근로능력 유지를 한 안 과 산업

보건의 증진, 평생교육, 직장 내 훈련, 직업재활과 탄력 인 퇴직제도와 같은 

정책들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넷째, 장기간 실업자와 장애인과 같은 취약

계층  여성의 참가율을 높이기 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다섯째, 고

령자에게 소규모 사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차별없이 신용 융자를 받을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자 업 활동을 증진한다. 여섯째, 비공식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

는 고령근로자를 지원하여 그들의 소득, 생산성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한

다. 

일곱째,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고, 고용상태에 있는 자들에 한 불이익

을 방함으로써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장벽을 제거한다. 여덟째, 한 

경우, 특히 이미 획득한 연 에 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탄력 인 퇴직정책 

 제도를 용하여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퇴직 제

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조치로 조기 퇴직 유인 

방지, 퇴직연령 이후 근로에 한 불이익 제거 등을 들 수 있다. 아홉째, 고령

자 가족, 장애가족, 에이즈를 포함한 만성질환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 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 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와 가정 내 책임

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가정친화 이고 성(性)인지 인 정책들을 개발하여 그러

한 보호책임을 인식하고 수용한다. 

열 번째, 이미 획득한 연 에 한 권리, 장애 여  건강 여가 연장된 퇴

직연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기기 않도록 함으로써 퇴직연령 이후의 근로에 

한 불이익을 제거한다. 열한 번째, 근로자 지원 로그램을 만들어 근로자들

의 능력을 유지시키고 연령에 합한 새로운 근로환경의 조성과 신 인 사

업장을 증진시킨다. 열두 번째, 근로자들이 더 오래 근로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건강  기타 향들에 하여 근로자들이 사 에 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고령근로자나 구직자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바로잡고 고령근로자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 등 실질 인 측면을 증

진시킨다. 열네 번째, 정책 는 의사 결정자들은 기업 합병 시 고령근로자가 

보다 불이익을 받거나 는 실직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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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럽연합의 고령자 고용에 한 정책과 지침 

1. 활기있는 노후와 세  간 결속을 한 결정 

유럽연합(EU)은 2002년 UN이 채택한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을 지

지하고, 그 해 9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베를린에서 모여 이 행동계획을 

유럽을 한 이행 략으로 결의하 다.117) 그리고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10주년을 맞아 EU는 2012년을 ‘활기있는 노후와 세  간 유 를 한 

유럽의 해’로 선언하 다. 이는 2009년 9월 14일 유럽의회와 원회에서 채

택된 「활기있는 노후와 세  간 결속을 한 결정」(Decision No 940/201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September 2011 on 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활기있는 노후(active ageing)란 WHO에 따른 정의로써 “노화

와 함께 삶의 질도 함께 높이기 해 건강, 참여  안 을 한 기회를 최

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개인의 신체 , 사회 , 정신  안녕을 해 삶의 과정

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게 하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한 보호와 안 과 돌 을 제공하는 것”118)을 말한다(결정 서문 제

9문). 

이 결정의 목 은 모든 연령을 한 사회를 제로 활기있는 고령 문화를 창

출하는 데 있다. 결정은 활기있는 노후가 단지 고용의 연장에 있는 것이 아니

라 모든 역에서의 건강한 활기를 의미한다는 을 강조한다.119) 즉, 활기있

117) EY2012, “Everyone has a Role Play”, Brochur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p. 4.

118) Decision (9) Active ageing is,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process of 

optimising opportunities for health, participation and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quality of life 

as people age. Active ageing allows people to realise their potential for physical, social, and 

mental well-being throughout the life course and to participate in society, while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protection, security and care when they need it. Accordingly, the promotion of 

active ageing requir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and ownership by and lasting support among 

all generations.

119) Jan Tymowski,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2012):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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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령화를 진하는 것은 고령자가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

고, 빈곤  사회  소외를 척결하며, 가족생활  사회에서 자발 이고 극

인 참여를 고양시키고, 존엄하고 건강한 고령화를 증진하기 한 보다 나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근로조건을 정화하고 부정 인 

연령 편견을 극복하고 차별  장벽을 배척하며 고령 노동력의 필요에 따른 생

애 교육을 실 하고 사회  보호 시스템을 히 보장하는 것과 련된다(결

정 제2조). 

이와 같은 목 을 실 하기 해 결정은 국가와 지방 당국, 사회  트 , 

시민단체  기업에 하여 활기있는 고령화를 진하고 고령자에 한 잠재

성을 동원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국가와 지방의 정책 입안자들에 해서는 

고령근로자를 한 고용의 진,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립, 연령차별의 척결, 

정보와 통신기술의 용이한 근 등을 한 제도의 마련을 권고한다. 

그 구체  내용으로 50세 이상의 자를 한 근로조건 개선, 진  퇴직 선

택제, 시간제 근로 는 유연 근로시간제와 같은 퇴직으로의 이행을 한 제

도 설계, 실업 고령자의 근로능력 개선을 한 사회  시설 투자,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이들을 한 노동법  연 제도의 개정, 연령차별 지를 한 법  

기 의 마련, 특히 여성 고령근로자의 임 차이 개선  연 제도의 개선 등

을 들 수 있다.120)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정책 입안자에 해서는 부양가족을 

해 비공식  돌 을 하는 자들을 한 법  유 휴가의 보장하는 방안을 제

고하고, 젠더로 고통받는 여성 고령근로자를 한 구체  목표를 세우며, 유럽 

사회  트 와 력할 것을 요청한다.121) 시민단체는 고령근로자에 한 연

령차별, 기타 차별  젠더 불평등을 척결하기 해 노동조합과 연합하고, 고

령자들의 경험이나 기술이 다른 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정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학이나 연구기 은 고령

근로자, 특히 여성 고령자의 고용에서의 장벽에 한 연구 는 고령근로자에 

한 비공식  교육의 형태와 공 인 훈련과 교육기회의 근에 한 문제 등 

Implementation Assessment,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5, p. 8.

120) EY2012, op. cit., pp. 9-10. 

121) EY2012, Ibid.,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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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은 고령근로자 문제에 해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122) 사용자에 

해서는 사업장 내 연령차별의 지, 모든 근로자에 한 동등한 임  보장, 

사업장에서의 건강과 안  보호, 고령근로자가 보유한 능력과 기술의 사용  

보존에 한 가치의 인식, 평생교육을 통한 기술개발의 증진, 가족돌 의 책임

과 직장이 양립가능한 문제의 수용, 세  간 연 를 한 직장 로그램의 시

작, 유연근로시간제와 유연한 퇴직제도의 허용, 50  이상의 근로자의 요구를 

반 할 수 있는 근로자 표의 임명, 가족책임을 고려하여 여성 근로자의 훈련

에 한 용이한 근 보장 등 다양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123) 

2. 고용상 평등 우에 한 지침 

가. 고령자의 고용과 련한 지침

     

유럽연합 차원의 고령자의 고용과 련하여 구속력있는 유효한 법원으로서 

차별 지 지침을 들 수 있다. 고령자에 한 차별 지와 련하여 의미를 갖

는 지침으로 1976년 「남녀의 평등 우원칙에 한 지침」(76-207호)124), 2000

년 「인종・민족  기원과 무 한 평등 우원칙에 한 지침」(2000-43호, 이

하 제43호 지침이라 함)125), 2000년 「고용과 직업에서의 평등 우에 한 지

침」(2000-78호, 이하 제78호 지침이라 함)126) 등이 있다. 제43호 지침과 제78

호 지침의 기본  내용은 동일하나 차별 지사유와 역에서 차이가 있다. 즉, 

자는 인종 는 민족을 차별 지사유로 정하고 그  차별 지 역을 고용, 

사회보장  의료를 포함하는 사회보호, 교육, 재화 서비스의 이용과 공 에 

122) EY2012, Ibid., p. 10.

123) EY2012, Ibid., p. 11.

124) Council Directive 76/207/EEC of 9 February 1976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for men and women as regards access to employment, vocational training and 

promotion, and working conditions. 

125) Council Directive 2000/43/EC of 29 June 2000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irrespective of racial or ethinic orgin.

126) Council Directive 2000/78/EC of 27 November 2000 establishing a general framework for 

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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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까지 포 으로 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78호 지침은 차별 지사

유를 종교, 신조, 장애, 연령, 성  지향으로 정하고 차별 지 역에 해서도 

채용, 승진, 근로조건, 직업훈련, 노사단체의 가입과 활동 등 고용 역에 국한

하여 자에 비해 보다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 고령자에 한 고용상 연령

차별에 주목하면 제78호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

다. 

나. 제78호 지침의 구체  내용 

1) 차별의 개념

제78호 지침은 직 차별  간 차별뿐 아니라 괴롭힘, 연령 등을 이유로 사

람을 차별하게 하는 지시도 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직 차별

은 어떤 자를 연령 등을 이유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우하 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항(a)). 간 차별은 외 상 

립  기 이나 규정에 의해 특정의 종교 내지 신념, 특정의 장애, 특정의 연령 

는 특정의 성  지향을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자에 비하여 특정의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항(b)). 단, 외 상 립 인 기 이나 규

정이 합법  목 에 의해 객 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합법  목 을 달성

하기 한 수단이 하고 필수 인 경우 는 장애자와 련하여 외 상 

립 인 기  는 규정에 수반된 불이익을 제거하기 하여 사용자가 국내법

상 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간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다(제2조 제2항(b)의(ⅰ)내지(ⅱ)). 

2) 용범  

제78호 지침의 용 상은 특정 연령의 고령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층

을 보호 상으로 하고, 공공기 을 포함한 공공부문  민간부분의 모든 자로 

한다. 이와 련하여 유럽연합 지침 제정 당시 용범 와 련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차별 지원칙과 청년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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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별이 인정되는 것은 상호 모순 이라는 이 고려되었다.127) 이 지침의 

규율 역은 채용  승진에서의 선발, 근로조건의 형성  종료, 직업지도와 

직업훈련, 노사단체의 가입・활동  노사단체가 제공하는 부 등으로 고용

과 직업분야에 한  역을 포함한다(제3조 제1항). 다만, 공  사회보장제

도 내지 사회보호제도를 포함하는 국가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에 해서

는 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3항).     

3) 차별의 정당화 사유 

연령차별과 련하여서는 차별의 외로서 진정직업자격(genuine and 

determining occupational requirement, 제4조 제1항)128)과 극  조치(제7조 제1

항) 이외에 별도의 외규정(제6조)을 두고 있다는 에 특색이 있다. 이에 따

르면 연령을 이유로 한 다른 우가 국내법의 사정에 의해 정당한 고용정책・

노동시장  직업훈련상의 목 을 포함한 정당한 목 에 의해 객 이고 합

리 으로 정당화되고, 그 목 을 달성하는 수단이 하고 필요한 경우 차별

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제6조 제1항). 구체 으로, a) 청년, 고령근로자  

간병책임이 있는 자의 고용을 진하거나 이러한 자의 보호를 해 고용  

직업훈련의 기회, 근로조건(해고  근로조건 포함)에 한 특별한 요건을 설

정할 수 있고, b) 고용기회 는 고용과 련한 특정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연령이나 경력 는 근속기간에 한 최 기 을 설정할 수 있으며, c) 해당 

직무에서 훈련이 필요하거나 는 퇴직 까지 합리 인 근무기간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채용에서 최고연령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령연 이

나 장애연 의 가입・수 자격의 연령을 달리 설정하거나, 연 계산에서 연령

127) 櫻庭凉子, 『年齡差別禁止の法理』, 信山社, 2007, 221면. 

128) 진정직업자격은 그 허용여부가 엄격히 제한된다. 즉, 신체적 건강이 연령과 관련된 특징

인지 여부, 그것이 당해 업무와 관련되는지 여부, 제한의 목적이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법원은 즉시 화재진압이 필요한 소방관이나 민

간 항공 조종사와 같은 경우 특별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한다고 보

아, 그 정년연령을 낮게 두거나 채용연령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Anja Wiesbrock, “Mandatory Retirement in the EU and the US: The Scope of Protections 

against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Vol. 29(3), Kluwer Law International, 2013,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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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을 사용하는 것이 성차별을 래하지 않는 한 연령차별로 보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4) 입증책임 

차별사건의 경우 주로 련 정보가 상 방 당사자에게 있다는 에서 그 입

증책임의 환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따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

하는 자가 직 차별이나 간 차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법원이나 기타 권

한있는 기 에 제기한 경우 상 방 당사자가 평등 우원칙 반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Ⅳ. 국제기 으로부터의 시사  

1. 국제기 의 주요한 특징 

이상의 국제기 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공통 이 드러난다. 첫째, 고령화의 흐

름에 부응하여 고령자의 존재를 경제활동주체로서 극 으로 인식하고 노

동・경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 를 확인・공고히 하고 있다는 이다. 지

까지 고령자에 한 부정  인식으로부터 완 히 탈피하고 고령자를 독립 ・

능동  주체로서 악한다. 한 고령자를 국가 경제의 주요한 원동력으로서 

이해하고, 이에 따라 국가 략의 수립이나 개 방향에 있어 고령화를 반드

시 고려하도록 한다. 이른바 고령자에 한 패러다임의 환을 역설하고 있

는 것이다. 둘째, 고령자가 국가의 요한 생산활동주체가 됨으로써 고령근로

자의 노동에 한 보호는 근로자에 한 보호 기 과 원칙에 따라 당 으로 

도출된다. 다만, 고령이라는 특수한 요소는 고령근로자에 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한다. 그 주된 내용은 평등(연령차별 지), 합한 근로조건의 보장, 은퇴

로의 신 한 근이다. 

ILO의 권고는 고령자에 한 근로권 보장의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제도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한다. 동 권고는 고령근로자에 한 평등한 고용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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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를 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진  은퇴를 비하

도록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평등의 원칙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상 

차별, 특히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하는 것이고, 보호의 원칙은 고령근

로자의 고용확보를 해서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필요에 응하는 특별

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에 합한 근로환경 

조성  근로시간 형태 등의 변경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근로조건의 

보호의 일환으로 권고되고 있다. 

UN의 행동계획은 고령자의 경제활동의 참여 보장, 연령차별의 철폐, 가능한 

최 한의 정한 근로환경 보장 등 일할 권리와 퇴직할 권리의 측면에서 고령

자 근로권의 근간이 되는 권장사항을 제시한다. 나아가 인간에 한 존엄성을 

특히 강조하여 고령자의 발 , 고령자의 건강과 안녕이라는 측면에 방 을 두

고 있다. 이에 비공식 고용  여성 고령근로자의 고용과 같이 고령자 문제 

가운데서도 주류 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을 특히 유념하여 본다. 

EU의 결정(decision)은 보다 근본 인 부분을 향하고 있다. 즉, 고령자의 존재 

가치를 제고하여 국가 사회의 모든 역에서의 략과 방향이 고령화를 고려

하여 이루어지는 수 으로 사회 인식의 환을 강조한다. 한 고령자의 고용

이 차별없이 구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체  규율법리로서 평등 우에 한 지

침을 채택하여 고용과 직업분야의  역에서 고령자에 한 차별을 지한

다. 

2.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국제 기 과 원칙의 구체 인 내용은 고령자 근로권을 구 하는 데 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  ‘평등의 원리’와 련하여 고령자고용법의 

60세 정년 의무 규정은 연령차별이라는 반가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ILO의 권

고 제5항(a)는 퇴직에 한 국내법령  행에 따르더라도 연령이 고용종료

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어 제22항에서는 특정 연령의 

고용종료를 강제 으로 하는 법령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동 권고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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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년연령이 최소한 국민연 법이 상향 정하고 있는 연 수 연령인 65세

와 부합하여야 할 입법  과제가 존재한다. 한편, UN과 EU는 고령근로자의 

근로환경 보호를 강조하면서 특히 여성 고령근로자에 한 고용내 차별, 고용

장벽과 같은 문제를 지 하고 있다. 구체 으로 여성 고령근로자의 빈곤 척결

을 해 모든 근로자에 한 동등한 임 보장, 여성 고령근로자에 한 훈련

기회 제공  지원, 여성 고령근로자의 고용장벽에 한 연구와 평가연구 등

을 과제로 한다. 여성 고령근로자는 연령과 함께 성(性)이라는 차별  지표를 

더하고 있어 남성 고령자에 비해 더욱 열악한 지 에 처해있으므로 고령자 고

용정책의 개에 있어 별도의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보호의 법리’는 고령근로자에게 특유한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 

보호기 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요하다. 보호기 은 노동법의 이념으로

부터 최 근로기 으로서의 법  성격을 갖는 것으로 설정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할 것이다. 노력의무로 설정할 경우에는 어도 그 보호의 내용을 달성하

기 한 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보호 법리의 최소한의 요청이라 할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고용법을 비롯한 행 노동법에서 고령근로자의 

직장환경의 정비, 안 생의 확보 등을 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문

제가 있다. ILO의 권고 제13항에서 제시하는 보호의 내용(근로조건  근로환

경 개선, 작업조건과 근로시간 형태 변경, 근로자 합 근로환경 조성, 안 보

건조치 등)은 이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데 고려할 수 있는 보호기 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UN과 EU의 원칙이 고령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돌  

노동과 같은 비공식 노동(informal employment)129)에 해 근로조건 보장, 유

휴가의 제공 등 고용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은 시사 이다. 

노동 사회에서의 지 나 종사하는 직무  업종에 따라 고령근로자 간에도 간

극이 상당하므로, 노동 소외의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사

각지 에 있는 고령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첩경이라 

129) 비공식 근로자는 간병인,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사외근로자(outworker) 등 다양한데, 

ILO는 비공식 노동을 ‘법이나 제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보수를 받는 모든 일자리를 의

미’한다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ILO, “Guidelines concerning a statistical definition of informal 

employment”, 20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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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LO의 권고 제30항에 규정하고 있는 은퇴  고령근로자의 비

과정에 한 배려에 한 문제가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연령과 은퇴

연령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정년 후 재취업 그리고 근로 계의 존속과 근로조

건의 보호가 보다 실한 문제라는 에서, 은퇴 이후를 한 퇴직 비제도는 

실 으로 요원한 과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고령근로자의 은퇴로의 배려

는 퇴직의 시기와 방법에 한 자발  선택의 원칙에 기 하여 정년, 해고 등

의 문제와 연 되는 문제로서 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제4  고령자 근로권의 특수성과 제도  보장

Ⅰ. 고령자 근로권의 도출

    

1. 고령자 근로권의 근거

가. 고령사회의 도래와 고령자의 특수한 고용환경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른 고령자의 특수한 고용환경에 하여는 앞에서 주지

한 바와 같다. 고령화는 출산 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사회보장 

재정의 붕괴와 같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노동력 부족 상이 본격 으로 나타나고 이후 

이러한 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

활동참가에 한 요청은 박한 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행 고령자의 

경제활동 황과 고용률에 따르면 장래의 망이 희망 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된다. 고령근로자의 명 퇴직이나 정년단축 등을 통한 조기퇴직과 정리해고가 

증가됨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정년퇴직 이후 재취업의 기회는 매

우 한정 이다. 특히 고령근로자에 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

규직의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내하게 된다. 고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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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상용 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고용의 질이 하되고 근

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청년실업이 부각되면서 고령근로자의 고용유

지나 진제도는 논의의 입지 자체가 좁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극 으로 고령근로자의 고용 문제를 처

하여야 하고, 이 때 단지 고령근로자의 일자리가 외연의 확 에 머물지 않고 

고령자의 근로에 한 보호로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강하게 요구된다. 그 심에 바로 고령자 근로권이 자리한다. 

 

나. 고령자 근로권의 헌법  근거

  

(1) 개

헌법은 고령자나 고령자 근로권을 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고령자에 한 고용정책 는 근로조건과 련하여서는 기본권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와 함께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를 포함한 생존권 규정(제31조 내지 제36조)이 있지만, 어느 것도 

고령자나 고령자 근로권을 특별한 보호의 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

의 권리에서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  국가유공자에 한 특별한 보호나 

배려를 규정하지만 고령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의 범주를 넘어서는 

특별한 고려의 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는 특

별히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의 노인은 

경제활동 역에서 은퇴하여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국가와 사회 발 에 

기여한 바에 해 국가가 은퇴 이후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

다.130) 경제활동가능성을 제로 하는 고령자의 의미와는 구별된다. 곧 노인에 

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사회보장의 에서 실 하여야 하는 부문이

고, 고령자 근로권을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면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헌법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서는 앞

130) 박종희, “고령자고용정책의 법적 기초 및 입법적 기능수단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제

29호, 안암법학회, 2009,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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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2 에서 논의한 근로권 이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그리

고 경제질서에 한 규정으로부터 간 이나마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한 

헌법  근거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인간의 존엄성과 고령자 근로권

개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 가로서 임 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목 이 있다. 그러나 근로를 곧 생존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단

편 인 이해에 불과하다. 노동에는 인격실 의 수단이자 인간존엄성 보장을 

한 필요 수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정년 이후 연 혜택을 리면서 

경제  사정과 무 하게 가가 소액에 그치더라도 어떤 일자리를 갖고 지속

으로 근로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례들이 이를 방증한다. 사회에서 고령자 

근로권은 노동으로의 근성이나 근로의 기회라는 에서 재조명되어야 한

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의 모두(冒頭)에 치시키면

서 모든 기본권의 출발 으로 삼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

치는 인간다움을 한 보호임과 동시에 인간 자체로서 리는 권리에 한 확

인이다. 근로능력을 갖추고 노동의욕을 가진 사람을 단지 고연령자라는 이유

로 근로의 기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한 헌법  가치를 배하는 일이 된다.131) 고령자에 한 근로기회의 제공과 

근로권의 보장을 단순히 경제  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여

기서 찾을 수 있다. 고령자에 한 근로기회의 제공과 고령자에 한 차별의 

규제  고령근로자를 상으로 한 고용정책의 개발은 단지 국가경제의 차원

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한 헌법  요청에 응하는 길로서 이해할 수 

있다. 

(3) 평등권과 고령자 근로권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는 사회  신분에 의하

131) 권혁, “고령자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과 고용촉진제도의 법이론적 의미”, 『비교법학』제

22집, 부산외대 비교법연구소, 2011,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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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함을 규정한다(제11조). 연령은 명시 인 차별 지사유로 규정되지 않고, 연령

과 련한 차별을 지하는 역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실

정법의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 지 규정은 헌법의 평등권으로부터 직  도

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헌법이 열거하는 차별 지사유는 시 인 제

시에 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핵으로 하면서 기본권 실 의 방향을 밝히는 방법  기 라 할 수 

있다.132) 평등은 정의라는 형태로 모든 법질서를 류하는 심 이념이자 헌

법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33) 

이에 따라 고령자에 한 차별은 평등권을 규정한 제11조의 일반  평등의 

원리로 귀속될 수 있다. 연령 이외의 다른 차별사유, 즉 장애, 인종, 국  등에 

따른 차별이 평등원칙에 의해 그 보장이 담보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이

다. 고령자 근로권은 평등의 원리의 토  에 여타의 헌법 원칙과 연 을 통

하여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134) 컨 , 모집  채용과 련한 연령차별 지

는 모든 국민이 갖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원리와의 연계 속에서 정당성

의 기 를 가질 수 있다. 근로조건에서 연령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

우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근거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3항과 더불어 평등권의 원리 등으로부터 정당성의 근거를 구할 수 있다. 

(4) 고령자 근로권을 한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자본주의 경제질서에서는 고용기회의 제공주체로 국가가 아닌 민간경제주체

를 상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고령자 근로권을 실 하는 데에는 헌법상 경제

질서와 구조  긴장 계에 놓이게 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함을 경제질서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자본

주의 경제질서라도 자본의 소유 계와 경제의 운용에서 국가의 개입을 허용 

132) 조재현, “헌법상 연령차별의 문제와 극복방안”, 『공법학연구』제5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

학회, 2004, 3면. 

133) 장영수, “헌법상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실현구조”, 『고려법학』제36집, 고려대학교 법학연

구원, 2001, 102면.

134) 박종희(2009), 앞의 논문,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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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불가침의 역으로 남겨 두지는 않는다. 국가는 모든 기업의 자유와 창

의가 보장되도록 자유경쟁의 질서를 조성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의 남용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취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제119조 제2항은 

경제에 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135) 이러한 규제와 

조정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라는 목 을 달성

하기 한 수단으로서 행해져야 한다. 

고령자 근로권에 한 정책의 수립과 실 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

정, 정한 소득분배 등을 한 국가의 규제나 조정의 일환으로 용인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조정 내지 규제의 국가작용은 비단 실물

경제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의 문제도 함께 고려된다. 즉 

국가는 정한 노동시장의 유지・형성을 도모하여 건 한 국민경제를 유지하

여야 하고 이를 하여 정한 고용률이나 고용형태의 유지에 필요한 조정이

나 규제를 가할 수 있다.136)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보호의 주요 목표는 생

산가능인구의  부족 상에 한 응일 것이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증

가하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실업상태의 유휴 고령자가 경제활동인구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체 국민경제를 수행하기 해 총 노동력의 유지・확보를 

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의 권한은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137) 경

제에 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국가작용이 경제질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기여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작용은 필연 으로 기업의 업의 자유와 재산권

을 제한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는 고령자 근로권을 근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기본권 주체 간 권리의 조화라는 견지에서는 고령

135)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또는 혼합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 본다.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554면;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266-268면;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결정.  

136) 박종희(2009), 앞의 논문, 239면. 

137) 박종희(2009), 앞의 논문, 246-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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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권이 고령사회가 갖는 단 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38) 

를 들어 고령자 고용 우 정책은 구체 인 고용시장의 실태를 토 로 고령

자 고용 진의 실증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2. 특수한 근로권으로서 고령자 근로권

가. 고령근로자의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헌법은 근로권 가운데 고령자 근로에 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

만, 여성  연소근로자에 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4

항  제5항). 그 게 볼 때 고령근로자의 경우는 여성이나 연소근로자, 장애

근로자와 같은 신체 ・정신  차이에 기반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성  연소근로자에 한 보호규정을 둔 

이유는 생존과 보건 등에 취약한 약자에 한 인도  처우를 보장하려는 의도

에서라고 해석된다.139)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신체 ・정신  부문에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간 취약한 부분을 안고 있는 고령자에게도 일정 부분

에서는 여성  연소자와 유사한 차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경시될 것은 아니다(헌

법 제37조 제1항 참고). 

다만, 헌법이 다각도에서 특별한 보호를 정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의 유형

과는 다른 근이 고령근로자에 필요하다. 그 근본 인 이유는 고령근로자가 

일반 으로 근로의사나 근로능력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물론 

근로자를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라고 정의할 때, 고령근로자는 노동의 

의사 면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으며, 노동능력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연령으로 인하여 정신 ・신체  능력에 변화가 생기며, 이것

이 노동능력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 것은 아니다. 다

138) 박종희(2009), 앞의 논문, 239면.

139)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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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60세, 60-65세, 65-70세 등으로 고연령자를 분류한다면 연령이 올라갈수

록 그 차별성이 드러날 수는 있다. 

그 다면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문제에서 고령근로자에게 특별히 고려해

야 할 은 다소간의 근로능력에 한 보호를 포함하여 결국 어의 그 자체로 

‘고령’에 집 될 수밖에 없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볼 거가 되는 차별지

은 연령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생애로부터의 은퇴가 가까워

진다는 이다. 이 이 고령자의 고용기회, 고용형태나 근로조건, 안 보건 

등에 향을 미치게 된다. 

나. 고령자 근로권의 지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1) 고령자 고용정책의 역할

고령자 근로권에 한 제도와 정책은 재 다양하게 개되고 있다. 그 방향

은 고령자가 조기에 퇴직하지 않으면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

련 제도를 합리 으로 규율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고령인력을 가능

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하는 방식과 같이 고용유지와 연장, 

진을 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령자 고용정책이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데 일조하고 있으므로 일할 자리에 한 권리의 

측면에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령자 고용의 확 를 한 다방면의 정책  근에도 불구

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고령자 근로권의 보호가 침해되거나 경시될 수 있다

는 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일할 환경에 한 권리의 차원에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문제이다. 고령근로자의 노동은 잉여인력의 재고용, 은퇴를 

한 가교로서의 노동, 나아가 소일거리로 간주되면서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되

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 까닭에 고령자 고용에 한 제도와 정책의 구체

인 운 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근로권의 보호에는 발  인식이 동반되지 못

하는 실정이다. 그 근 에는 고령자에 한 보호가 곧 사업주에 한 규제나 

권리침해로 인식되는 사정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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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의 근로에 한 보호 규정은 고령자 고용의 진, 유지, 확 와 같은 정책

 방향과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고령자 고용제도가 애 에 노동력 부족에 처하기 해 고령자 고용을 견인

하기 한 것이라는 을 상기하면, 선결되어야 하는 제는 고령자의 일자리

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과 아울러 노동능력을 가진 고령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때 고령근로자에 한 고용가능성과 노동력 확보는 고령근로

자의 노동능력이 히 유지될 때에만 가능하다. 즉 고령자 고용 확 를 

해서는 고령근로자의 근로에 한 일정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는 에서 양

자는 조건 계에 선다. 고용환경에서 한 근로권의 보장은 근로자의 노동

능력을 유지・향상시켜 지속 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 고

령자의 근로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에 한 보호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한 노동법제의 기본 임무이기도 하다. 고용불안은 물론 임

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고령자의 근로를 보호하는 것은 어도 그 

최 수 에서는 당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들을 종합하면 고령자 고용정책과 고령자 근로권의 계는 척에 서

는 모순 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인 조건 계임을 알 수 있다.140) 

(2) 양질의 일자리에 한 요청

고령자 근로권의 바람직한 지향은 양질의 일자리에 한 요청이다. 고령근로

자에 한 양질의 일자리란 임 과 같은 근로조건의 보호뿐 아니라 신체  건

강  안 , 정신  건강의 보호, 동료 간 괴롭힘 방지 등을 포 하는 개념이

다. 나아가 재 노동으로부터의 최종  은퇴와 은퇴 후 양호한 수 의 삶을 

하기 한 비가 가능한 일자리여야 한다.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지향으

로서 이러한 요청은 국제 인 동향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ILO는 1999년 제87차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에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통해 당면한 최우선의 목 이 “남녀 모두 

140) Ann Numhauser-Henning, “Labour Law in a Greying Labour Market -in Need of a 

Reconceptualisation of Work and Pension Norms. The Position of Older Workers in Labour 

Law", European Labour Law Journal, Vol. 4(2), 2013,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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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공평하며 안 하고 인간  품 가 존 되는 조건에서 양호하고 생산

인 근로를 할 기회를 진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양호한 일자리

(decent work)의 개념을 밝혔다.141) 이는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된 1919년 이후 

지속 으로 주장해온 가치와 이념을 재구성하고 종합하여 제기된 개념으로 특

히 사회정의와 인간 인 노동조건의 제고라는 ILO의 기본  가치를 반 한 

개념이다.142) 이 후 이 개념은 「공정한 세계화를 한 사회정의 선언」

(Declaration on Social Justice for a Fair Globalization, 2008)을 통해 심화되고 구

체화되었다. 

양호한 일자리에 한 국제노동기구의 개념은 다시 네 가지 요소로 나 어 

분석된다. 즉 이 개념은 a) 고용과 소득의 기회 보장, b) 사회  보호와 사회

보장, c) 사회  화, d) 근로의 권리로 구성된다.143) 이는 단지 최 수 의 

근로조건, 이를테면 업무상 안   건강한 근로조건의 차원을 넘어 사회보장 

 소득보장 등으로까지 확 된 개념으로, 고용의 양 인 측면에서의 일방  

강조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에 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지향을 내포하고 있다. 

양호한 일자리의 의미가 인간의 존엄성, 사회보장, 사회정의와 안녕을 향한 

지향으로 확 되고 있는 것이다.144) 컨 , 고용의 기회보장은 근로자가 차별

없이 노동시장에 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 

합한 수 과 안녕에 기반하여 그 능력이 발 될 수 있도록 한 근로환경

과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고용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보호

는 질병, 고령, 장애, 실업 등의 상태로 고용에 취약하여 보호의 필요에 있는 

모두에게 기본 인 소득  생활 임 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을 확 하는 것과 

련된다. 사회  화의 장려는 근로자가 그들의 이해를 표하기 해 집단

141) ILO,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Decent work”,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87th 

Session, Geneva, 1999, p. 3.

142) 황준욱, “ILO의 일다운 일(decent work)에 대한 발전적 논의”, 『노동리뷰』제4호, 한국노

동연구원, 2005, 22면. 

143) Susan Bisom-Rapp, Andrew Frazer & Malcolm Sargeant, “decent work, older workers and 

vulnerability in the economic recession: a comparative study of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Employee rights and employment policy journal, Vol. 15(1), Institute for 

Law and the Workplace at Chicago-Kent College of Law, 2011, p. 118.

144) Susan Bisom-Rapp, Andrew Frazer & Malcolm Sargeant, op. cit.,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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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직할 수 있고 그러한 근로자집단이 사용자  정부와 함께 국가 정

책  그 효과 인 이행에 한 화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에서의 기

본권은 차별의 지  균등한 기회의 원리에 한 것이 포함된다.145) 이와 

같은 지향은 EU의 정책에도 반 되어 있다. 2000년에 제정된 「유럽연합 기

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00/C 

364/01)) 제31조는 “모든 근로자는 건강, 안   존엄을 존 받는 근로조건

에서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  근로시간의 제한, 휴게, 유 연차휴가에 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146) 이들이 고령자 근로권의 내용  기 를 형성

한다. 

양질의 일자리에 한 국제  개념은 그 기본이념과 근방식 면에서 고령자 

근로권에도 마찬가지로 용되어야 한다. 구체 으로, 고용의 기회 제공에 있

어 고령근로자에 한 근로환경의 한 보호와 조정이 요청된다. 이러한 보

호와 조정은 고령근로자가 은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제가 된다. 한편, 고령근로자에게 ‘양호한 근로’란 재 양호

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 이직할 경우에도 재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될 수 있어야 하고, 은퇴 이후에 한 삶의 수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본 양호한 일자리의 네 가

지 요소는 불가분 으로 상호 련성을 갖는다.147) 

컨 , 양호한 고용기회의 진은 노동자립이 어려운 자에 한 사회보호와 

함께 이 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보호는 고령근로자가 차별없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여 노동할 수 있을 것이 제되어야 한다. 한 사회  보호는 

근로생애 동안 차별없이 온 히 노동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노후를 해 

축이 가능한 정도의 한 임 수 에의 근로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 질 

수 있다. 사회  화는 다양한 고령근로자의 이해와 실에 부합하는 방향으

145) Susan Bisom-Rapp, Andrew Frazer & Malcolm Sargeant, op. cit., p. 119.

146) Article 31 [Fair and just working conditions] “1. Every worker has the right to working 

conditions which respect his or her health, safety and dignity. 2. Every worker has the right to 

limitation of maximum working hours, to daily and weekly rest periods and to an annual period 

of paid leave.”

147) Susan Bisom-Rapp, Andrew Frazer & Malcolm Sargeant, op. cit., pp. 11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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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되어야 하고, 각각의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실 될 수 있도록 이 져

야 한다.   

3.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 

가. 고령자 근로권의 정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한 보장은 모든 국민과 근로자에 용되는 내용이

고, 고령근로자는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 즉 고령자 근로권도 기본 으로는 

헌법상 규정된 근로권의 보장 내용에 따라 마찬가지로 용을 받게 된다. 이 

에서 고령자 근로권은 헌법상 근로권의 하  개념으로서 종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 지만 근로권 가운데에서도 고령자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권리가 바

로 고령자 근로권이다. 이에 따라 일단의 고령자 근로권의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고령자 근로권이란,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 내용 가운데 고령근로자의 특수

성에 근거하여 고령자에 한 고용증진  고용보호, 근로조건 개선과 안 보

호 등 고령근로자의 고용상 권리보장을 해 요구되는 구체  권리로서 근로

권의 특수한 형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구체  권리로 고령자 근로권을 악한다고 하여 실에서 모두 구체

 권리성을 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  권리로서 고령자 근로

권은 이미 제도  보장을 받으면서 구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아직 구체  권

리로서 실질을 보장받지 못한 채 구체  권리로 변모되어 가는 생성 인 미

완의 것도 있다.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정책  고려에 따라 실로 구 되

는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으로 일할 자리에 한 권

리로서 취업기회제공을 국가에 직  청구할 수 있는가에 해 정할 수 없더

라도 구체  권리설의 의의가 몰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에서 고령자 근로

권도 마찬가지로 구체  권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지만, 개별 제

도와 정책에 따라 구체  구 의 정도는 차등 일 수 있고, 이는 구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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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격의 부재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국가의 재정  정책  배경에 기

인한 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면 이제, 근로권 보장에 한 일반 인 내용 외에 고령자 근로권 보장

에 특별히 부가하여 검토해야 하는 이 무엇인가, 즉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내용이 무엇인지 규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  내용 도출을 한 분석틀 

고령자 근로권을 실질 인 내용에 따라 근하면 헌법재 소의 설시에 따라 

일할 자리에 한 권리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나 어 그 구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일할 자리에 한 권리는 국가에 해 고용증진을 한 사회

・경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기회제공 요구권이

라든지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등이 련된다. 일할 환경에 한 권리는 근로자

가 기본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한 정당한 보수, 

합리 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를 근로

의 내용  측면에서 더 구체 으로 나 면, 근로기회권, 근로유지권, 근로환경

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회권’은 일할 자리에 한 권리이고, ‘근로환경권’은 일할 환경

에 한 권리이며, ‘근로유지권’은 일할 자리에 한 권리에 기반한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분류의 방편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고령자 근로권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 소가 

제시한 건강한 작업환경이나 일에 한 정당한 보수, 합리 인 근로조건의 보

장 등의 내용은 일할 환경에 한 표 인 요소를 시한 것이지만, 이로써 

고령자 근로권의 근틀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 소가 제시한 시에서 나아가 근로권의 실질  내용에 따

라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쟁 이 되는 사항이 수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앞서 본 국제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고령자 근로권에 한 원칙과 기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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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착안 을 제공하여 다. 국제기 은 고령자 근로권의 제로서 두 가지 

기본 인식에서 출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하나는 고령자에 한 것으로 

고령자를 경제활동주체로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사회에 한 것

으로 어느 국가이든 고령사회로 이행하고 있고 이는 국가 운 에서 피할 수 

없는 상수가 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본 인식에 기 하여 고령자 

근로권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연령차별 지와 평등, 경제활동참여의 보장, 

합한 근로조건의 보장, 자발  퇴직의 원칙과 함께 정년  퇴직에 한 신

한 근, 고령자의 건강과 안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유형화하면 크게 ‘평등’(연령차별 지)과 ‘배려’(특별한 보호)로 구

분할 수 있다. 평등의 원칙은 고령근로자의 고용상 차별, 특히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하는 것이고, 배려의 원칙은 고령근로자의 고용확보를 해 고

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필요에 응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 게 헌법상 근로권과 국제기 에서의 두 가지 차원에서 근을 종합하여 

보면, 한 축으로는 고용기회권, 고용유지권, 고용환경권을, 다른 한 축으로는 

평등과 배려라는 근 틀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범주에 따르면서 

행 제도  고령자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사항, 그리고 국제기 이 시사하는 

구체  내용으로부터 고령자 근로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별표 1. 참고). 

첫째, 일할 기회에 한 보장, 둘째, 고용사회의 동등한 참여  기회의 보장, 

셋째, 고용의 보호, 넷째, 고령자에 합한 근로환경의 보호, 다섯째, 정임

의 보장, 여섯째, 직장 내 산업안 보건의 보호이다. 그런데 이들 각각의 범주

에서 요청되는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내용은 유기 으로 련되어 있어 어

느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체로 다양한 범주에 복되는 특징

을 가진다.148) 

[별표 1] 고령  근로  체적 내용

148)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한다(I. 4.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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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등 (차별금지) 배려 (특별한 보호)

일할

자리의 

권리

근로 

기회권

◦평등한 근로기회 부여

 ·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금지

 · 정년제

 · 노동법상 일부규정 배제 

◦일할 자리의 보장

 · 고용보험법상 지원금제도 

 · 고령자보험법상 취업촉진제도

 · 정년 후 재고용

 · 정년연장 지원

 ·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 

근로

유지권

◦고용의 보호

 · 해고 제한

 · 경영상 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 정년제

◦고용의 보호

 ·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제도

 · 점진적 퇴직제도

 · 정년제 

일할 

환경의 

권리

◦교육 훈련 기회의 동등한 보장

 · 고령친화적 직무수행 기술 및 습

득의 기회제공

근로

환경권

◦적정임금의 보장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 최저임금의 보장

◦고령자 산업안전보건 보호

 · 고령자 맞춤식 산업안전보건

   보호

◦고령자 근로환경의 보호

 · 근로환경의 개선 

 · 작업조건 및 근로시간변경 등   

근로조건의 보호

◦고령자 근로환경의 보호

 · 고용보험법상 고령자 고용환경개

선 및 지원 제도

 · 고령자 근로환경의 개선

다.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포섭 

일할 자리의 권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하므로 단지 지표로 나타나는 고령

근로자에 한 고용률이나 취업률로 고령자 근로권이 온 히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고령자 고용문제는 국가가 략 으로 개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로 다 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의 규모가 외형 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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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 쉽게 상할 수 있다. 그 다고 한다면 그 내용의 실질은 고령자 

근로권으로서 질 인 측면, 즉 개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채워져야 한다. 

따라서 고령자 근로권의 은 일할 환경에 한 권리에 놓이게 된다. 해고

의 제한, 임  등 근로조건의 보호, 고령근로자에 합한 근로환경의 보장, 고

령자에게 특수한 안 보건 확보 등 고령자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고

령자의 근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듯 고령자 근로권은 근로권의 양  측면 가운데 특히 일할 환경에 한 

권리에 방 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고령자 근로권은 일할 환경의 권

리를 주된 권리로 이해하고, 이를 심으로 구체  논의를 발 시켜 나아갈 

수 있겠다. 일할 환경에 한 권리는 사회권성과 함께 자유권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특히 생활권  성질과 함께 자유권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일할 환경에 한 권리는 구체  권리성이 부각된다.149) 구체  권리로서 고

령자 근로권, 특히 일할 환경에 한 권리는 국가가 구체  권리로서 이를 존

하고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그 권리성을 극 으로 실 할 

의무를 갖는다. 고령자 근로권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직  기속할 뿐만 아니

라, 일할 환경에 한 권리와 같이 구체  권리성이 두드러지는 경우에는 제3

자인 사인에 하여도 효력을 갖는 종합  권리로 악될 수 있다.

고령자 근로권으로서 일할 환경에 한 권리는 자유권  의미로부터 여러 

생 인 권리가 도출된다. 즉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한 정당한 보수, 합리

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주  공권으로서 사인효를 정하게 되면, 구체  권리로서 일할 환경에 

한 권리를 사업주 등에 직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 등에 고령근로자

가 근로권 보장을 요구하며 사인효를 인정받을 필요는 일할 자리에 한 권

리 부문보다 일할 환경에 한 권리에서 강하게 요청된다. 정년제를 비롯한 

근로권의 생  권리들이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서 검토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정년제는 정년연령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근로환경에 따라 근로 계가 

149) 허영, 『한국헌법론』전정9판, 471면 및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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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할 자리에 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일할 환경

에 한 권리로 포섭하여 볼 수 있다. 정년제 외에도 사용자에 한 구체  

권리로서 성격이 시되는 해고문제를 이 지 에서 함께 따져볼 수 있다. 

한 고령자에 한 기간제  견근로 제한의 배제는 고령자의 취업을 용이하

게 하는 순기능과 견주어 볼 때, 기간제 는 견근로에 따른 해악이 더 크

다는 에서 일할 환경에 한 권리로 이해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견제는 일할 자리의 측면과 일할 환경의 측면을 공유하고 있지만, 취업 기

회의 확 라는 에서만 보면 권리 확 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취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의 면에서는 질이 하될 수 있다는 에서 부정  측면이 표출된다. 

그런 에서 견제를 고령근로자의 일할 환경의 권리 측면에서 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내용 

가. 일할 자리에 한 보장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최우선의 제는 바로 고용 그 자체라는 에 부

연의 여지가 없다. 근로조건에 한 보호도 근로의 기회를 가지고 근로하고 

있는 자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보호 이 에 근로

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고령자 근로권 보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자근로권에 한 보장의 출발 은 근로의 기회가 폭넓

게 주어지는 것에 있다.150) 고령근로자에게 근로기회의 보장은 특히 실  

요성을 갖는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주된 심이 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일

할 기회는 더욱 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매우 한정 이고 

그마 도 불안정하고 열악한 고용형태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능력이 뛰어난 

150) 차진아, “헌법상 근로권의 실질화를 위한 전제와 대안의 모색: 고용없는 성장의 현실 인

식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법학논집』제14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0,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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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고령근로자를 제외한 다수의 고령근로자는 장기  실업 는 미취업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극 인 개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행법상 제도로는 고용보험법상 고용지원 제

도,151) 고령자고용법의 취업 진제도152) 등이 있다. 

나. 고용사회의 동등한 참여  기회의 보장 

고령근로자에 한 고용사회에 등등한 참여  기회의 보장이다. 이는 연령

차별 지의 에서 취업에 한 기회의 보장에 주안을 둔다. 고령에 따른 

노동능력의 차이에 근거하여 일정한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합리  이유에 의

한 차별로서 인정될 수 있다. 그 지만 합리  차별 사유가 없음에도 고령이

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고령자 근로권에 한 

한 침해가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령자고용법은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차

별에 해서는 특별히 벌칙을 두어 규율하고 있다.153) 한편,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까지 고용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연령이후에는 당

연 퇴직을 정하고 있다는 에서 고용기회의 보장과 박탈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따라서 법정 정년연령을 60세로 두는 것의 의미와 그 성을 연령

차별과 고령자근로권의 에서 따져보아야 한다. 법정 정년 이후에는 고령

자의 고용기회의 보장과 고용형태에서 보호 완화 등이 연령차별 지의 측면에

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제도 으로는 기간제 제한의 배제라든가 견

제 제한 배제와 같은 역에서 재평가를 요청하는 근거가 된다.

15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고용촉진지원금(시행령 제

26조) 등이 있다. 전자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고, 후자인 고용촉진지원금은 공적인 취업지원프

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152) 고령자 취업지원제도로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고령자고용법 제6조), 고령자의 취업알

선(제9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제10조),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

원센터 등의 운영(제11조) 등이 있다. 

153) 제23조의3(벌칙) ② 제4조의4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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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의 보호

고령근로자에 한 고용의 보호이다. 이는 실업상태에서 고용에 이르는 고용

기회의 측면이 아니라 고용을 제로 한 고용의 존속이나 유지에 한 문제이

다. 구체  근로조건과는 다른 차원에서 고용의 상태에 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양질의 일자리의 보장, 

그리고 기간제  견근로와 같은 이른바 비정규직의 문제가 련하여 논의

될 수 있다.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자리는 외견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에서는 고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고용의 보호 문제는 곧 고용

의 질에 한 문제와도 연 된다.  

고령자 근로권에 하여 고용 에 요구되는 것에는 특히 사용자의 자의  

취 으로부터의 보호 문제로서 후선배치나 해고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상 

고연령, 근속년수 등을 후선배치나 경 상 해고의 상자 선정 기 으로 삼는 

것은 고령자에 한 연령차별로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령근로자의 기

술계발  훈련은 근로능력에 한 유지뿐 아니라 고용가능성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을 한 요한 요건이 된다. 고령근로자가 기술

변화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 는 과학기술의 신에 따라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재의 기술이 평가 하되는 등의 경우 고령근로자의 고용은 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의 교육이나 훈련 기회의 제공 

 보장은 고령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한 기반이 된다. 기술 개선의 기회는 

연령  지 에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유지를 한 행 제도로는 해고제한과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용되는 일반 규율뿐 아니라, 고령자에 한 특별한 보호로서 고용보험법상 지

원 제도154)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자 고용에 해 직  지원 을 

지 하는 방식 이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고령근로자의 고용환경 

154) 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또는 55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주에게 퇴직 후 재고용되어 계속근로한 경우에 대해 지원되는 고령자고용

연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사용자에 대해 지원되는 임금피크제지원금(동법 시행령 제28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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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지원 는 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고용보험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고령자 고용 진을 해 

사업주를 간 으로 지원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라. 고령자에 합한 근로환경의 보호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 요청되는 근원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고령사회 나아가 

고령사회에서 고령근로자가 더 오래 계속하여 근로할 의무에 한 응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령근로자에 해 계속 근로할 의무를 부여하기 

한 소극  논쟁에 집 하는 신 고령근로자가 자발 으로 더 오래 근로하

기를 원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 요구된다. 근로자가 더 오래 근로할 수 있

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극  방식으로 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조건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으로 근로조건은 근로

자의 일할 환경의 모든 요소와 특질을 말한다. 임 과 근로시간, 환기, 온도, 

빛, 화장실, 편의시설, 일의 속도, 진 가능성 등이다. 한 근로계약 계에 있

어서 근로자의 우에 한 일체이기도 하다. 임 , 근로시간은 물론 안

생, 산업재해, 복리후생, 인사이동, 복무규율 등 범 한 조건이 포함된다. 그

리고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우에 한 조건만을 지칭하지 않고 이러한 조건

에 기 하여 실로 행해진 조치도 포함되는 의의 개념이기도 하다.155)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이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필요하고 문제되는가를 일의 으

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용 과정에서 고령자에 하여 연령을 이유로 

행해지는 각종 차별의 지와 함께 근로조건에서 고령자에 합한 근로환경 

조성을 한 사용자의 배려의무 혹은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근로생애의 연장 는 확장을 한 차원에서 고령근로자의 지속

가능한 근로(sustainable work)로의 근이다. 지속가능한 근로란 장애가 오래 

지속될 수 있거나 는 회복되기 어려운 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험으로

155) 이달휴(2012), 앞의 논문,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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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거되어 계속 근로할 수 있는 노동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사고

(accident) 경력 등 각 개인의 다양한 특수성과 업무강도가 높을수록 으

로 신체   정신  험에 처할 수 있는 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 련하여 일정한 재량, 컨 , 근로시간에 한 자율성, 업무수행 방식의 

조정이 가능한 노동을 말한다.156) 이는 소  집약  노동과 구별되는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근로를 하여는 세 가지 기 이 

요청된다. 첫째, 근로시간, 업무 수행 방식, 근로 과정 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되는 신체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bio-compatible), 둘째, 고령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효과 인 방법과 수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

(ergo-compatible), 셋째, 근로생활과 고령자 개인 생활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socio-compatible)이다.157) 이를 한 구체 인 방법은 근로와 사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시간을 배치하는 것, 고령근로자의 정신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것, 고령근로자의 안 과 필요에 부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연령차별을 지하는 것, 평생 교육을 근로 과정의 일부

로 편입하여 고령근로자에 한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근로 

보상체계가 개선되는 것 등이 된다. 

마. 정임 의 보장 

고령근로자에 한 정 임 의 보장이다. 좁은 의미의 근로환경에 한 문

제이다.  임 은 인간의 개별성을 실 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생활의 를 

한 바로미터가 되는 에서 무엇보다도 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고령자 근

로권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고령자에 합한 근로환경의 보호’와 별도로 강

조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고령근로자에 한 임 책정과 임 지 이 요

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법정 정년연령 이후에 연 을 포함하여 생계를 유지

156) Serge Volkoff, “Work has to be bio‑compatible…ergo‑compatible…and socio‑compatible”, 

Sustainable work: Toward Better and Longer Working Lives, Foundation Focus issue 16, 

Eurofound, 2014, p. 10.

157) Serge Volkoff, Ibid.,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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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고령근로자에 한 생활임  지 의 확보문제도 두된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정임  보장의무와 련되는 것으로, 최 임

과는 구분된다. 정임 은 “근로자가 받는 임 이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하는 데 합한 액수로서, 물질 인 최 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뜻하는 

최 임 과 구별되며 최 임 보다 고액의 것이어야 한다”158)고 하거나 “근

로자가 받는 임 이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합한 액수인 

경우를 말하며, 최 임 은 최 생활보장수단의 임 을 말한다”159)고 한다. 

이 때 고령근로자에 한 정임 의 결정에 해서는 헌법 규정으로부터는 

어떠한 기 을 찾을 수 없고, 임 에 한 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남녀고

용평등법으로부터 일정한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하여는 동일한 임 을 지

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 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

력, 책임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 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 의회의 근로자를 표하는 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

가 임 차별을 목 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볼 때, 고령자근로자에 한 정임 은 노사합의를 

제로 노동의 가치에 따라 동일하게 지 되어야 함이 원칙이 된다. 그리고 

노동의 가치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따

라 단된다. 그런데 임 이 생계유지의 원천이라는 에서 정임 은 이와 

같이 노동 가원칙뿐 아니라 생활보장원칙도 동시에 반 되어야 한다.160) 임

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시장 인 개념인 한편으로,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정책에서 분배의 문제가 되는 사회 인 개념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161) 이 부분이 정임 의 에서 고령자 근로권에도 반 되어야 한

다.  

158)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1012면;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7면; 계

희열, 『헌법학(중)』, 665면. 

159)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8, 568면.

160) 이달휴, “노동법상 임금결정원칙”, 『노동법논총』제2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344면. 

161) 이달휴, 위의 논문,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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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직장 내 산업안 보건의 보호 

고령근로자의 건강과 안 에 한 보호이다. 고령근로자는 고령 자체로 인한 

특성을 가진다는 에서 차별  취 이나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 직

장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고령근로자의 근로능력  고용가능성에 요한 

요소로서, 고령근로자의 노동력 유지 는 확보라는 에서 더욱 그 요성

이 더해진다. 

고령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능력의 하와 주의력 하 등 생

물학  제약을 지니게 된다. 가령, 지나치게 육체  힘을 요하는 작업이나 고

험이 수반되는 업무의 경우 연령의 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용되는 일반 인 안 보건에 한 규정의 용으로 고령근로자

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에서 법제도 으로 고령근로자에 한 

한 고려와 함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고령근로자가 선호하는 직종이나 직역, 

는 고령근로자가 편 되어 근무하는 직업군에서부터 고령자 특성에 부합하

는 맞춤형 보호 기 의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고령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작업 방식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의무를 극

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사용자에 해 근로환경 규정의 범

 내에서 근로환경을 개인에게 합하게 조성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근로 계에 수반하여 부과되는 사용자의 보호의

무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호의무에는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  의무뿐 아니라 상되는 험으로부터 근로자를 안 하게 

보호하기 해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극  의무도 포함되기 때문이

다.162) 다만, 그 구체 인 내용은 안  보호 시설을 포함하여 도구의 제공, 구

조의 조정이나 변경, 시간의 조정 등 안 배려의무의 내용보다 넓게 고려될 

수 있고, 사용자에 의한 배려가 아니라 고령근로자가 안 하게 근로할 권리로

서 근하여야 한다.

16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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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자 근로권의 제도  보장 

1.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한 제도  근

가. 개별 노동법제에서 고령자 근로권 

고령자 근로권을 포함하여 고령자 고용에 한 개별법령으로는, 고령자와 

련한 기본법으로서 「 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고령자의 고용이나 소득보장

과 련한 법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

률」, 「고용보험법」, 「국민연 법」, 「기 노령연 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고령자 련 법률로는 「장애

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에 한 개별 법제로서, 「근로기 법」, 「국가인권 원회

법」,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 진에 한 법률」등이 있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정년제와 연령차별을 규정한 

고령자 고용법을 살펴보면서, 고령자 근로권의 제도  보장 형태를 확인하고

자 한다.

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근로권 보장

(1) 개  

1991년 제정된 고령자고용 진법은 원래 고용자의 고용 진만을 목 으로 한 

법이었으나 고령사회에 비하고 연령을 기 으로 한 차별  행을 해소하기 

해 2008년 개정되었다. 이때 법 명칭을 “고령자고용 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 고용 진에 한 법률」로 변경하고 연령차별 지 조

항을 신설하 다. 이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합리 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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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지원하고 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

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

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을 해소하기 하여 연령차별 지정책을 수립・시행

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하여 고령자 고용 진 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 이고 효과 으로 추진하여야 한

다.”고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제3조), 사업주에 해서는 “사업주는 연령

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

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

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이 법은 모든 근로자를 용 상으로 하되, 정부의 취업지원  고용 진의 

상은 ・고령자로 한정된다. 이 법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이 법은 

크게 고용상 연령차별 지(제1장의2),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령자고용

진  고용안정(제2장 내지 제3장), 정년(제4장)에 한 내용으로 나뉜다. 

(2) 고용상 연령차별 지

고령자고용법의 고용상 연령차별 지는 2008년 3월 1일 동법 제4조의4 내지 

제4조의9로 규정되었다. 이는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다만, 제4조의4 제1

항 제2호부터 제5호(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지  모집・채용을 제외

한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구체 으로 우선 연령에 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 모집・채용에서부터 

근로조건, 근로 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단계에서 고용상 연령차별

을 지한다. 연령차별 지는 고령자 근로권의 모든 구체  내용을 실 하는 

데 이념  근거로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핵심  요소  하나이다. 그

러므로 이 법에서 연령차별 지는 모든 연령층의 근로자에게 용되는 것이지

만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차원에서 고령근로자에게 특별히 요한 의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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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 법의 연령차별 지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지의 보호 역은 모집・채용, 임 , 임  외의 품지   복리

후생, 교육・훈련・ 보・승진, 퇴직・해고에 이르는 모든 고용 과정이 된다

(제4조의4 제1항). 그러나 취업의 과정과 이후 근로 계에서의 연령차별뿐 아

니라 취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고령자에 한 연령차별이 존재한다. 따

라서 고령자에 한 차별없는 근로기회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연령차

별의 규율 역을 고용 계로 한정하지 않고 고용과 한 련이 있는 분야, 

즉 직업훈련교육, 직업자격획득, 직업소개 등의 역으로 확 할 필요가 있

다.163) 둘째, 합리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 는 직 차별에 해

당하는 것으로 지된다(제4조의4 제1항). 이러한 직 차별 외에 합리 인 이

유없이 연령 이외의 기 을 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래하

게 되는 경우 차별로 인정하는 간 차별도 지하여(제4조의4 제1항) 연령차

별의 단기 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차별의 외를 명시하여 차별의 해당 

여부를 분명히 하고 있다(제4조의5). 동 조항 각 호에 따른 차별 지의 외는 

ⅰ)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연령기 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ⅱ) 근

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 이나 임  외의 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 인 

차등을 두는 경우, ⅲ)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ⅳ)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

령집단의 고용유지・ 진을 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고

령자의 근로유지 내지 근로환경의 보호를 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견지에

서 이와 같은 연령차별의 외는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별에 

한 구제로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제4조의7 내지 제4조의8)과 연령차별행

에 한 제재로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3) 고령자 고용지원 진 제도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 진하는 제도로써 고령자고용법은 크게 고령자 취업

163) 전윤구, “연령차별금지의 실효성과 도입방안 연구”, 『경기법학논총』제10호,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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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2장)과 고령자 고용 진  고용안정(제3장)으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고령자의 근로기회권 는 근로유지권 확보를 해 국가가 

극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고령자에 한 특별

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먼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에는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의 취업알

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이 있다.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

련은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길 원하는 고령자 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우선지원 상기업의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를 상으로 하고(제6조 제

1항), 이들에 한 취업  응훈련(제6조 제2항)도 함께 이 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사업주에 한 고령자 고용과 련한 지도  지원제도가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채용, 배치, 작업시

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리에 한 기술  사항에 해 상담, 자문 등

을 받을 수 있고(제7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 진을 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할 경우 는 고령자 취업에 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부 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제8조). 한 직업지도 을 통

해 직업상담, 직업 성검사들을 병행하도록 하여 고령자에 한 한 직업

지도와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제9조 제1항). 그리고 고령자에 한 직

업지도와 취업알선을 효과 으로 운 하기 해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

보센터를 운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이와 같은 공공기  이외

에도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해 일정한 

자격의 민간 기  는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제11조)과 견 문인력 고용

지원센터(제11조의 2)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  근거도 마련하

고 있다. 

고령자 고용 진  고용안정을 해 기 고용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제12

조). 기 고용률 제도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령근로자에 한 기

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따르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기 고용률 이상 고

령근로자를 고용할 노력의무가 있다. 법정 기 고용률은 업종별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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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조업 2%, 운수업, 부동산  임 업 6%, 기타 3% 이상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법정 기 고용률을 과한 사업주에 해서는 조세의 감면 등

의 세제지원 이외에 일정한 고용지원 도 지원될 수 있다(제14조).164) 이외에 

고령자와 고령자에 합한 직종을 선정하고(제1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에 해서는 그 선정된 직종에 한해 우선고용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16조). 

(4) 정년제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정년연장에 한 지원 등 정년

제에 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정년제는 일정 연령까지의 고용보장과 고용

박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령자 근로권에 정  기능과 함께 부

정  역할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유효하기 해서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방향으로 용되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의무제를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도입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그리고 사업주

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아(제19조 

제2항), 60세 정년 의무에 한 사법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은 사업체 규모와 성격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 으로 용되어 2017년에 모

든 사업장에 면 으로 용된다.165) 한편, 정년연장에 응하여 사업 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164) 그러나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조세특례법이 폐지되고 2008.3.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165) 부칙[법률 제11791호, 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

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

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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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업 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2 제1항). 다만, 이 규정은 외형상 의무조항으로 보이

지만 의무불이행에 한 어떠한 효력을 두고 있지 않고, 임 체계개편 등의 

결정은 노사의 자율에 임된 사항이므로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

렵고 권장 ・선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정년 이후 재고용 는 정년연장을 진하기 한 규정도 두고 있다. 사업주

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1조). 사업주가 정년퇴

직자의 재고용을 지원하거나 퇴직 정자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경우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21조의 2 내지 제21조의3). 한 사업주가 정년연

장에 따른 인사와 임  등에 해 상담, 자문, 그 밖의 필요한 조와 지원을 

한다(제22조).

(5) 벌칙

이 법은 정부와 사용자에 해 일정한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만 부분이 노

력의무로서 정부나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  제재가 

없다. 그러나 일부 규정에 해서는 그 반에 따른 일정한 제재가 따른다. 연

령차별의 경우 당해 차별  행 를 한 사업주을 직  규제하지 않지만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  보복  차별에 해서는 벌칙이 용된다(제23조의3). 

2.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논의구조

가. 고령자 근로권의 구 으로서 정년제와 연령차별 지

(1) 정년제와 연령차별 지의 문제 지

고령자 근로권에 한 여러 법제와 정책, 그로부터 생되는 세부 인 문제

가 다양하게 개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가운데 정년제와 연령차별 지의 

문제를 심에 놓고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166) 그 이유를 설명하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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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두 가지 쟁 이 고령자 근로권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이들 서로간의 계는 어떻게 정립되어지는가, 그리고 각 쟁 의 구체  

내용은 무엇인가를 각각 검토하여야 한다. 

고령자 근로권에 한 핵심 쟁 으로서 우선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하는 정년

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년제는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을 실 하는 실의 

규범이 된다. 앞서 보았듯이 정년제는 고령자 근로권의 에서 이원  성격

을 지닌다. 보장  측면과 제한  측면이 그것이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2016년부터 정년의무 규정이 용된다(제19조 참고). 이로써 고령자 근

로권의 에서 정년제의 문제는 한층 심화된 차원으로 개될 상황에 처했

다. 고령자고용법이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정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는 쉽사리 상할 수 없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직하는 경우가 부분이고, 정년에 이르기 에 자의반 타의반 

이 지는 명 퇴직이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정년제의 운용 황에 비추

어 볼 때 행 정년제가 정년까지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 기능을 두텁게 보

장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년제가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정년제를 둘러싼 실은 고령자 근로권에 있어 정

년제가 고용안정  기능보다 근로자를 퇴출하게 하는 고용조정  의미로 인식

되는 면이 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기 해 정년제

를 어떻게 바라보고 운용의 기조를 어떤 방향으로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여야 

한다.

한편, 정년제를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제도라 할 때 고령자 근로권 보

장의 이념  원리는 연령차별 지에서 찾을 수 있다. 연령차별 지는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는 지규범으로, 일반 으로는 고령자 근

로권에 해 순기능  측면이 강조된다. 고령자도 고용의  부문에서 고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에 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에서 연령차별 지는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을 실 하는 이념  원리로서 기능

하게 된다. 그러나 정년제와 마찬가지로 연령차별 지는 고령자 근로권에 

166) 여기서의 내용은 후술하는 제3장 및 제4장 논의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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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인 역할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사업주 입장에서도 연령차별 지

의 강조가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을 자유에 한 침해나 재산권 보장

에 한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연령차별 지는 고용정책  목

을 해 차별이 허용되는 외의 범 가 넓다. 이와 같은 양면  속성으로 인

해 다른 차별 지 규범에 비해 연령차별의 규율력은 상 으로 완화된다. 이 

이 차별 지를 통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한계로 작

용하게 된다. 

(2) 제도와 원리로서 정년제와 연령차별 지

정년제와 연령차별 지는 고령자 근로권이라는 구체  권리를 지탱하는 제도

와 원리로 서로 결부되어 있다. 정년제가 정년연령에 이르기 과는 달리 그 

이후에는 고용기회를 박탈하여 반강제 인 은퇴를 불러온다는 에서는 고령

자 근로권의 제한원리로 기능함을 살펴보았다. 연령차별 지, 곧 연령평등의 

에서는 이러한 정년제의 고령자 근로권에 한 침해  성격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령차별 지를 일의 으로 극단화하면 정년제는 폐지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고령자 근로권의 확 , 즉 고령자 

고용의 확 라는 에서 정년제가 갖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 고령자의 

고용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고용보호가 악화되는 경우에 

정년제가 갖는 의미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일정한 수 의 생활을 유지하는 제로서 고령자의 고용보호와 한 고용

조건의 확보에 정년제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년제를 60세를 

기 연령으로 잡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규정 자체의 취지로는 그 이상을 지향

하고 있고, 한 수명연장과 노동인력의 부족 등의 구조  변화에 따라 앞으

로 이에 한 연령상향 논의가 지속 으로 제기될 것으로 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정년제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해 담당해야 할 역은 증 될 수밖

에 없다. 그런 에서 연령차별 지의 단면 인 요구를 정년제에 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년제와 더불어 연령차별 지에 한 재검토가 필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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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  논의 개의 방향 

(1) 연령차별 지로 본 정년제 논의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기치 아래 핵심 쟁 으로 정년제를 들고 그에 

한 근거원리로 연령차별 지를 제시하는 일은 곧 연령차별 지의 에서 정

년제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른바 고령자 근로권에서 이념과 제도의 융

화이다. 그 제는 고령자 근로권에서 정년제가 갖는 함의를 모색하는 일이다. 

이를 해서는 우선 법정 정년제에 한 평가  고찰이 수행되어야 한다. 정

년제는 그간 임의제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60세라는 법정 최 기 을 제시하

면서 법정 정년제로 변화를 겪게 되었다. 60세 정년 의무 규정에 따라 정년제

의 사회  평가와 함께 법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 정년제 아래

에서는 사회통념이나 행의 이름으로 정년제를 합리화하거나 법성을 담보

했지만, 법정 정년제의 시 에서는 법정 정년 자체의 합헌성, 합목 성을 다시 

검토되어야 할 요인이 생긴다.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정년제의 합리성 검토로

부터, 개별 제도로서 단일정년제와 차등정년제, 그리고 정년폐지론에 한 논

의가 연령차별 지 법리와의 계구조 속에서 통일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하여 제3장에서 구체 으로 살펴본다.

(2) 정년제의 실화에 따른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보장

정년제의 운용이 가져올 실의 모습은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하고 의도한 정

년제의 개상과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단 으로 법정 정년제를 회피하기 

하여 정년 이 에 해고나 여타의 사유로 퇴직하게 된다든가, 같은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환채용되어 고용형태가 변화되는 경우 등을 어

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다. 이런 지 에서는 정년제를 통한 고령자의 고용보

장, 즉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은 허상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에 

한 고용 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정년연령 이 에 고령근로자에게 비

정규직의 확산을 허용하는 법제도에 한 재검토를 통하여 정년제의 근본취지



- 87 -

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따른 정년제

의 구체  개 양상을 모색하여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정년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해서는 임 피크제 등 임 체계개편과  등 근로 계 변동, 단시

간 근로 환  해고 등 근로 계의 종료에 한 개별 쟁 에 해 고찰하

여, 고령자 근로권이 확보하고 합법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해석  

근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상세한 논의는 제4장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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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년제와 연령차별 지   

 

제1  정년제에 한 규범  논의 

Ⅰ.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제 

     

1. 정년제의 개념 

정년제는 취업규칙・단체 약 등으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능력이나 의사와 계없이 근로 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제도를 총칭한

다.167) ‘일정한 연령의 도달’은 정년제의 기본 요소이지만 일정한 연령의 

도달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 등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다

른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도 정년을 요소로 한다는 의미에서 정년제라 칭한

다.168) 한편 정년은 당해 근로 계의 종료뿐 아니라 근로생애로부터 완 한 

은퇴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년제는 개별 근로자의 의

사 는 능력과 무 하게 근로 계의 종료라는 법  효과를 가지는 독특한 제

도라 할 수 있다. 

 

2. 정년제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 정년제가 언제부터 도입되었는지 뚜렷한 자료는 없고 다만 정

년과 련한 법령에 근거하여 그 도입과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실

정법에 정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9년에 제정된 법원조직법으

로, 법 의 정년을 정한 것이 정년제의 최 라 할 수 있다.169) 이후 국가공무

167) 김유성, 『노동법Ⅰ』, 337면.

168) 강희원, “정년제에 대한 법적재고”, 『경희법학』제47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88면.

169)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 1949.9.26. 제정] 제39조 법관이 정년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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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이 1963년 개정되어 공무원의 계 별  직무의 종류별 정년을 정하 다. 

그러나 정년제가 본격 으로 도입된 것은 1981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

 이하 공무원의 55세 일률정년제가 시행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에 부분의 사기업에 일률정년제가 되었다.170) 이처럼 1970년  후반부

터 1980년  들어 정년제가 기업으로 리 일반화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분

석이 있다. 먼 , 1960년  후반부터 속히 산업화가 추진되어 농 인구가 도

시인구로 유입되었지만 농 과의 단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 근속

기간이 짧았으나 1970년  후반부터는 공업 산업이 본격화되고 도시생활이 

완 히 정착되면서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노사 계의 쟁 으로 부각되었

고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안정 방식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기업

의 생산설비가 근 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숙련 근로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도록 요청되었다. 셋째, 고용보장에 의해 근로자로 하여  조직으

로의 소속감을 높여 기업에 해 근면 는 충성하도록 하기 한 인사 리 

수단으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171)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정년제 도입의 

주된 목 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민간기업의 정년제는 취업규칙 는 단체 약 등에 의해 설

정되는 것으로서 실정법상의 제도가 아니었다. 1991년 고령자고용법이 제정되

어 정년에 한 별도의 장이 마련되고, 사용자에 해 60세 정년의 권고 조항

을 둠으로써 비로소 실정법상의 제도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년제

에 한 법  논의가 본격 으로 이루어졌다.172)  

 

3. 행법제의 경과와 내용

지 까지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에 한 규정은 권고  정년제 다. 즉 사업주

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대법원장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기타 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170) 이철수,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의 법적과제”, 『노동법연구』제15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

구회, 2003, 105면.

171) 강희원, 앞의 논문, 716면. 

172) 강희원, 앞의 논문, 7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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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구법 제19조). 정년 노력규정과 련하서는 그 실

효성 여부에 계속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 규정은 노사자치 는 사업주의 채

용  경 의 자유를 충분히 존 할 필요, 강행규정은 고령자 고용법의 법체

계상 맞지 않는 , 행 행정조치는 사권의 조정 계에서 한계가 있다는  

등을 이유로 노력규정으로 존치되어왔지만, 이와 같은 노력규정이 실  측

면에서 60세 정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가,  이론  측면에서 60세 미만

의 정년을 정한 경우 고령자 고용보장 법리로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비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173) 요컨 ,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  과제이고 그 과제실 의 기반이 60세 정년

의 정착이라면 노력규정으로는 불충분하고, 행 노력규정은 기업의 자주  

노력을 제로 하는 것인데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에 근로자를 기업에서 퇴

출시키는 이른바 명 퇴직 는 권고퇴직이 성행하는 냉혹한 실에 비추어 

볼 때 60세 정년은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동법은 정년제와 련

된 사업주의 개선노력이나 재고용 등에 하여도 규정하고 있지만 정년제의 

형해화로 인해 그 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없는 사문화 규정이라는 비 도 제기되었다.174) 

이와 같은 비 이 계속되면서 종 의 60세 정년 노력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개

정되었다. 즉, 제19조 제1항은“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

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은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로써 표면 으로는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게 되었다. 

173) 이러한 취지의 비판으로 고준기, “기업의 정년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기업법연구』제

17집, 한국기업법학회, 2004, 259면 이하; 박종희,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법적 과제: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노동법학』제20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113면 이하; 조용

만,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금지의 확립과 정년제의 개선”, 『법학연구』제22집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07면 이하; 김경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

제”, 『노동법논총』제23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219면 이하; 노상헌,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법학논총』제32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1면 이

하 등 다수.

174) 노상헌, “고령사회와 고령자고용법의 과제”, 『법학논총』제32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2,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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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년제의 유형별 검토 

1. 정년제의 유형별 분류

정년제는 그 용법, 기능, 태양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가. 사회  정년제와 기업정년제

먼 , 정년제를 사용자의 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보호의 에

서 볼 것인가에 따라 사회  정년제와 기업 정년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  

정년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사회에서 생산활동과 고용에 종사하면서 각종 연

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연령이 되면 근로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사

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으며 ‘사회  휴식권’을 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

한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의 존엄성 보장, 행복추구와 같은 권익을 보다 

요하게 여기는 개념으로 ILO의 사회보장의 최 기 에 한 제102호 약

(1952), 소득보장에 한 제67호 권고(1944), 고령근로자에 한 제162호 권고

(1980) 등에서 그 이념을 찾을 수 있다.175) 이 때 정년은 생애 근로생활의 종

료라는 의미에서 은퇴(retirement)로 볼 수 있다. 서유럽  북유럽에서 정년연

령을 연 수 연령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

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로 이 지는 

기업정년제는 기업의 필요에 의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 계가 종료되는 

제도로, 정년제를 사회  휴식권의 획득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176) 

나. 정년퇴직제와 정년해고제 

노사당사자의 일정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년퇴직제와 

175) 이철수(2003), 앞의 논문, 109면. 

176) 노상헌, 앞의 논문,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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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해고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년퇴직제는 정년연령의 도달로 근로계약이 

자동 으로 종료되는 효과를 가지는 데 비해, 정년해고제의 경우 정년연령의 

도달과 함께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당해 근로계약이 종

료된다. 이에 따라 정년해고제의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실에 따른 근로

계의 종료, 즉 해고가 정당한가의 문제로 귀결되어 통상의 해고의 정당성 

법리가 용되는 반면, 정년퇴직제는 정하고 있는 정년제가 사회 으로 명백

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합법성이 인정되고 노동법상 해고제한 규정은 

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자는 해고제한규정의 용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기업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정년제가 무엇인지 구분할 실익이 있

다.177)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를 별도로 구별하지 않거나 는 정년퇴직제만을 

일컫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례 한 정년에 의한 퇴직인사명령은 

당사자가 당연히 퇴직하 다는 것을 공 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

에 불과한 것으로서 새로운 형성  행 가 아니라 고용 계의 자동  종료원

인으로 해석하고 있다.178) 그러나 당해 정년제의 종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

약의 규정과 기업의 운 상황 는 행에 비추어 실질 으로 단할 필요가 

있다. 정년제가 있는 곳에서 정년 후 일정기간 동안 정년연장 는 재고용 등 

고용연장이 제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제를 해고사유나 해고기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단일정년제와 차등정년제 

근로자의 용범 에 따라서도 구분된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년을 용하는 단일정년제와 일정한 기 에 따라 근로자에 한 정년을 구

분하여 용하는 차등정년제로 구분될 수 있다. 차등정년제는 다시 정년에 차

등을 두는 기 에 따라 직 별 차등정년제, 직 별 차등정년제, 직종별 차등정

년제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차등정년제는 근로기 법상 균등 우의 원칙  

177) 김유성, “정년제의 의의와 법적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제33권 제2호, 1992, 83면.

178) 대법원 1994. 12. 17. 선고 91누9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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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지에 비추어 볼 때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유효성 여부가 문제된다. 

2. 차등정년제의 유효성에 한 검토  

가.  유효성 여부에 한 법원과 국가인권 원회의 단    

차등정년제가 합리  이유가 있는 정년 규정으로서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유

효한 것인지 여부에 해서는 논란이 되어왔다. 다만, 지 까지 한국 기통신

공사 화교환직렬의 정년차등사건179)과 같이 실질 으로 성차별과 같이 강행

법규에 반하는 차별 지사유와 결부된 경우의 차등정년제가 주로 법  쟁

이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차등정년 자체에 해서는 크게 다투어지

지 않았다. 즉, 신문사 내 다른 직책과 직 의 직원의 정년이 55세인 것과 달

리 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에 해서만 52세의 정년으로 정한 것

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여건에 따라 합리 인 기 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는 직 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

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

동연한이나 공무원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차등정년을 인정하 다.180) 

한편, 공무원의 직 별 차등정년을 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평

등권 침해의 헌여부가 쟁 이 된 사안에서 헌법재 소는 입법권자가 합리

인 재량의 범  내에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을 제로 다음과 같은 이

유로 차등정년의 합리성을 인정하 다. 즉,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  그 구체 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

17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

결. 

180)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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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입법권자로서는 정년제도의 목 , 국민의 평균

수명과 실업률 등 사회경제  여건과 공무원 조직의 신진 사 등 공직 내부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합리 인 재량의 범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

다”고 하여 입법자의 재량을 제로 하고, 차등정년의 합리성에 해 “5  

이상 공무원의 문성과 업무내용 수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인  자원

을 보다 효율 으로 이용하고자 5  이상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하 직 공무

원보다 길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3년이라는 양자 간의 정년연령 차이

는 업무내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큰 것이라 볼 수도 없다. 그 다면 

이 사건 조항이 6  이하 공무원과 5  이상 공무원을 차별한 것은 합리  이

유가 있는 것이다”고 하 다. 이처럼 법원은 직 별 차등정년제의 유효성 여

부와 련하여 체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한 경우가 아닌 한 합리 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경우는 남녀차별 등 명백히 

강행법규 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한정 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정년연령에 차등을 두는 데에는 사용자의 합리  재량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범

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인권 원회는 차등정년제에 해 일 되게 사회  신분 내지 

기타 사유에 근거한 합리  이유가 없는 차별로 보고 그 시정을 권고하여 왔

다. 국가인권 원회가 차별로 단하는 주된 이유로, 정년연령을 구분 짓는 경

계에 있는 직  간의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 특정 계  이상이 반드시 경험

과 지식이 풍부하다고 일률 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 정년 때문에 승진 

체  조직의 비 화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고, 조직의 신진 사

는 인사제도 반에 한 리의 문제로 근해야 한다는  등을 들고 있

다.181) 즉, 국가인권 원회는 차등 정년을 정한 사용자의 경 상 필요성에 

해 개별 사안마다 그 구체 이고 실질 으로 고려하여 단하고 있다. 

국가인권 원회와 법원의 단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가 비록 법  효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사회  지침이나 규율방향을 제

181) 인권위 2007. 6. 11. 06진차0000521 결정; 인권위 2009. 6. 22. 09진차219 결정; 인권

위 2009. 8. 17. 09진차852 결정; 인권위 2010. 5. 4. 10진정76700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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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법원과의 격한 단의 차이는 국가인권

원회 결정의 타당성에 한 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182) 그러나 차등정년

제는 사회 인 추측이나 가정, 고정 념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는 에서 이러

한 기존의 고정 념으로부터 당연시되어 왔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야 할 

규범  요청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 사회에 따라 정년제 개선의 필요성(정

년 연장)이라는 사회경제  측면에서도 차등정년제에 한 차별문제가 진 하

게 검토되어야 한다.183) 이러한 에서 국가인권 원회의 단기 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인권 원회와 같이 차등 으로 정년을 설정할 필

요성과 해당 업무수행능력, 일의 내용과 강도 등을 구체 이고 실질 으로 심

사할 필요가 있다.  

나.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지와의 계에서 검토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60세 정년의무 규정에 따라, 직  는 직  등에 따

라 정년의 차등을 두는 것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60세 미만의 

차등정년제를 정한 경우 동조 규정에 의해 일 하여 60세 정년의 단일정년제

로 간주되므로 정년연령의 차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남는다. 첫째, 60세 이상의 정년을 정하

면서 차등정년제를 두는 경우이다. 둘째, 특정 직 이나 직종에 해 60세 미

만의 정년연령을 정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차등정년제의 유효성 여부가 여

히 문제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고령자고용법상 규정과 련하여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용자로 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직종 는 직  등에 차등정년과 련하여 별도의 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고령자의 조기정년으로부터 고용안

182) 조용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 『노동정책연구』제12권 제

1호, 한국노동연구원, 2012, 109면.

183) 손향미, “직급 및 직종별 차등정년제도의 법적 문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판정의 비

교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집』제17권 제4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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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도모하고 합리 인 이유없이 연령차별을 지하는 데 있고, 차등정년으

로 인해 일부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조기퇴직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법 제19조로부터 차등정년은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차등정년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의 부당해고 분쟁을 

사 에 방하고 명확히 하기 해 사용자가 차등정년제를 원칙 으로 지하

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84)    

한편, 사용자가 차등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의 외에 해

당하는지 여부로써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차등정년제는 직  연령을 근거로 

한 차별에 한 문제가 아니라 직종 는 직 을 이유로 연령에 차이를 둔 것

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지를 근거로 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의5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제3호)’,  ‘직무의 성격

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 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제1호)’를 차별의 

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할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단체 약 등의 정년규정은 차별의 외로 인정하고 그 지 않은 경우 즉, 60

세 미만의 정년은 연령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직종이나 직 의 

정년이 연령에 따라 달라져야 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60세 미만

의 정년도 연령차별의 외로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60세 미만의 차등정년제

는 동법 제4조의5 제1호를 근거로 규율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문제는 그 

단기 이 된다.185) 차등정년제를 원칙 으로 지하고 연령차별의 외로서 

직무 성격상 불가피성에 한정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춰볼 때, 동조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미국의 평등고용기회 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EEOC라 함)는 연령차별 지

법(Age Discrimination Employment Act)상 연령차별의 외로서 진정직업자격과 

련하여 그 단기 을 구체 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EEOC 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필요성이 특정 업무에 진정으로 요구되고 사업의 운 에 불가

184) 손향미, 위의 논문, 215면. 

185) 조용만, “정년연장의 법적과제”, 『노동정책연구』제12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12,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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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 것인지 여부는 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범 와 용은 

제한 이고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186) 사용자가 당해 연령차별 조치가 

직무상 필요한 것이라고 항변할 경우, ① 그러한 연령제한이 사업에 불가결한 

필수요소이고 는, ②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 사람 부 는 상당수가 사실

상 자격이 없고 는, ③ 배제된 일부는 연령 이외에 부 격하다고 단할 근

거가 있다는 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공공의 안 을 해 진정직

업자격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고용 행이 공공의 안 을 한 목 을 실제

로 달성하는 데 효과 이라는 것, 차별  향이 으면서 그보다 낫거나 

는 동등한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 다른 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

다.187) 요컨 , 진정직업자격 등은 어디까지나 연령차별 지라는 원칙의 외

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연령차별이 용인되기 해서는 엄격한 요건

에 따라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등정년제를 동법 제

4조의5 제1호에 비추어 인정하고자 할 경우, 그 요건을 확립하고 사용자에 

한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제한 으로 용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년제의 법  성격

정년해고제는 사용자에게 정년도달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으로 사용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근로 계가 소멸되므로 

186) PART 1625 -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1625.6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s. (a) Whether occupational qualifications will be 

deemed to be “bona fide” to a specific job and “reasonably necessary to the normal operation of 

the particular business,” wi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ll the pertinent facts surrounding 

each particular situa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is concept of a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will have limited scope and application. Further, as this is an exception to the Act 

it must be narrowly construed.

187) §1625.6 b) An employer asserting a BFOQ defense has the burden of proving that (1) the 

age limit is reasonably necessary to the essence of the business, and either (2) that all or 

substantially all individuals excluded from the job involved are in fact disqualified, or (3) that 

some of the individuals so excluded possess a disqualifying trait that cannot be ascertained 

except by reference to age. If the employer's objective in asserting a BFOQ is the goal of public 

safety, the employer must prove that the challenged practice does indeed effectuate that goal and 

that there is no acceptable alternative which would better advance it or equally advance it with 

less discriminator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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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성격을 해고사유로 보는 데 이론이 없다. 이에 반해 정년퇴직제의 경

우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필요없이 정년연령에 도달하 다는 사실만으로 근로

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법  성격이 문제로 된다. 우리나라에서 학설은,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의 법  성격과 련하여 일종의 종기를 정한 근로계약

이라고 보는 입장,188) 근로계약 기간의 약정이 아닌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한 특약이라고 보는 입장189)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입장에 따

르더라도 그 효과는 동일하다. 즉,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이 에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고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 계가 종료

된다. 례 한 정년에 따른 퇴직인사명령은 당사자가 당연히 퇴직하 다는 

것을 공 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 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형성  행 (‘해고 는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시

하고 있는바, 학설의 결론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0) 한편, 정년규정

을 기간의 설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191) 이에 따르면 정년 합의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로 보는 데 문제가 없으며 합의된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년제 합

의는 해고제한법리의 목  에서 수용될 수 있는 객 인 타당성을 갖

출 때에만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년에 한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성립에 한 계약

과 근로 계의 종료에 한 계약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이 때 근로계약의 종

료에 한 계약은 근로계약의 유지가 일정한 연령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이러한 요건을 상실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

의 종료라는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조건부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192) 컨 ,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정년에 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 계약기간에 

한 합의가 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은 1년이되 정년에 한 합

188) 김유성, 앞의 논문, 83면.

189) 임종률, 『노동법』제13판, 550면; 이병태, 『최신노동법』, 600면. 

190) 이철수(2003), 앞의 논문, 111면.

191) 박종희(2005), 앞의 논문, 122면 이하. 

192) 유성재, “정년제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앙법학』제13권 1호, 중앙

법학회, 2011,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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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계약이 존재할 수 있는 한계에 한 합의로서 구별된다.193) 이 게 볼 

때 정년을 기간의 설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사유에 한 특약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제2  연령차별 지로 본 정년제 

   

Ⅰ. 연령차별 지의 개념표지 

    

1. 고령자에 한 연령차별의 특징 

     

가. 연령의 보편성과 가변성 

연령은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국, 장애 등 고정불변의 특성을 갖는 여타의 

차별요소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용될 수 있는 보편성과 함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가변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차별의 상 그룹 확정과 차

별 여부의 단이 어렵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연령과 구별되지만 연령과 상

계를 갖는 요소, 컨 , 연공임 체계 하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은 임

을 받는다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완 노령연 을 수령하도록 하는 연 수

자격 등의 요소로 인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볼 

수 있는지 단이 쉽지 않다.194)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연령차별이 상

으로 용이한 한편, 고령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령 편견으로 인해 퇴직 후 

재취업이 매우 어렵게 된다. 

나. 연령차별에서 고령자의 양면성 

고령자에 한 연령차별은 고령자가 타인으로부터 받는 연령차별과, 반 로 

193) 서울고법 2010. 11. 11. 선고 2010누12127 판결. 

194) 조용만,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4,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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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고령자로부터 불리한 차별을 받게 되는 양면의 특징이 있다. 통상 차

별은 일종의 편견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차별의 경우에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무능력하다는 편견이 크게 작용한다.195) 특히 능력과 생산성

이 강조되는 경우 고령화는 능력의 쇠퇴 내지 무능력과 동일시되면서 연령차

별을 래한다. 개인에 따라 육체  퇴화와 정신  퇴화가 일치하지 않고, 퇴

화하는 속도가 다르며, 연령과 업무능력의 계는 일방 이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자에 한 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나 권 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다. 장유유서 등 유교  통의 향으로 연령을 심으

로 하는 계질서 내지 조직문화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이를 통한 계질서 계가 강조되는 사회일수록 일상 인 연령차별이 보편

화되기 쉽다.196) 그런 에서 합리  이유없이 연장자를 우 하는 제도나 기

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다른 차별을 낳게 된다. 

 

2. 연령차별 지에서 이  구속의 딜 마 

가. 인권보장의 요청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

리이다. 즉,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 인 동시에 국가에 하여 합리  이유없이 불평등한 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의 기본권”197)이다. 따라서 연령을 명시  차별 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

더라도 이같은 평등의 원리를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핵으로 하는 모든 기본

권의 실 을 한 기본원리로 볼 때 연령 등 다른 차별사유 한 제11조에서 

195)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김동선・모선희, “국가인권위원회 판정 

사례를 통해 살펴본 고용상 연령차별의 요인탐구”, 『노인복지연구』제51권, 한국노인복지학

회, 2011 참고.

196) 조용만, 앞의 책, 26면.

197) 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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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  우를 부정하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용에 있어서 합리 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  평등

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 인 근거가 있는 차별 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

는 것이 아니다.”198) 즉 평등은 능력에 따라 우할 것을 요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개인 간의 다양한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릇된 믿음에 근거하여 개인을 불이익하게 우하거나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연령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한 연령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사

람을 인간으로서 인격 으로 우하고 독자 인 인격  평가를 할 것을 의미

한다. 연령차별은 사람을 개성과 장 에 근거하여 우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우한다는 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그리고 특히 모집・채용에

서의 연령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고용기회를 박탈함으로

서 사회  참여와 통합을 해하고, 근로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자를 우선  퇴직 내지 해고의 상으로 삼는 고용조정 한 근로의 권리

에 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직근로자와의 계에서 근로권은 ‘근로

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기 때문이다.199) 한편, 연령차별의 

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한 요청이기도 하다. 생존권은 국가에 

해 극 으로 사회보장 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합리  이유없이 연령

을 이유로 사회보장수 에서 배제・우 하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생존권의 침

해에 해당할 수 있다. 

 

나. 고용정책과의 상 성 

고령자고용법 제1조는 “이 법은 합리 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

용차별을 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198)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8헌가7, 96헌바93(병합)결정; 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결정;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26 결정.

199)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6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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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상 연령차별 지의 취지와 목 을 사회

경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연공서열식 임 체계가 지배 인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은 곧 고비

용이라는 등식으로 인식되면서 고연령은 근로 계의 성립에서부터 그 내용과 

존속 여부까지도 결정하는 요한 기 의 하나로 기능해 왔다. 외환 기 이후 

이러한 인식이 더욱 심화되면서 고연령은 근로 계의 존속에서 뿐 아니라 근

로 계 종료 후 재고용에 있어서도 장애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

령 기 에 따른 결과는 합리  이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 으로 해악을 래할 수 있다. 연령차별은 여러 가지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고령근로자의 능력을 완 히 활용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감소시킨다. 

이는 노동능력을 가진 인 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개인과 기업, 나아가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경제  부를 창출하는 것을 해한다. 이는 능력에 기

한 합리 인 인사 리  기업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고, 결과 으로 근로자

의 기업애착도를 떨어뜨려 기업 발 을 해한다.200) 나아가 연령차별은 고령

자를 노동시장으로부터 조기에 퇴출시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  운 을 해

하고 사회  비용을 증 시킨다. 이 게 볼 때 연령차별 지제도는 근로의 의

사와 능력을 갖춘 고령자가 단지 연령에 의한 편견으로 인해 재취업하지 못하

는 경우를 방지하고, 고령자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에서 

극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검토  

고령자에 한 연령차별 지는 근로권, 평등권과 같은 헌법의 기본권을 근거

로 요청되는 규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노동력 확충  사회보장재정

의 건 성 확보와 같은 사회경제  목 을 실 하기 한 수단이 되기도 한

다. 즉, 연령차별 지는 양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연령차별 지에 

200) 김소영,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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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범  요구는 연령차별의 가변성  보편성과 같이 다른 여타의 차별과 

구별되는 연령차별 본연의 특성과 사회경제  요소로 인해 상 으로 완화되

어 있다. 즉, 연령차별은 그 정당화 요소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이에 따라 연령

차별이 용인되는 허용범 가 상 으로 넓다. 컨 ,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

별의 외로서 정년제, 근속년수에 따른 임  등의 차별이 허용되고 있는 

을 들 수 있다. 정년은 연령을 직  이유로 근로 계의 종료를 정하는 연령

차별의 표 인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외로서 리 허용하고 있는 

것에서 이와 같은 연령차별의 속성은 분명히 드러난다. 이 게 볼 때 연령차

별 지는 성이나 장애와 같이 엄격한 차별 지법리로서 규율되기보다 연령차

별 자체가 갖는 특성이나 연령과 련한 사회경제  제반 요소가 함께 고려되

어 유연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연령차별의 특별한 성격을 제로 할 때,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에서 정년제에 해 연령차별 지법리를 투사하면 연령차별의 규범성의 강조

보다 오히려 탄력 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정년제가 가지는 근로권 보장(일

할 자리의 권리)의 측면이 연령차별 지법리에서 볼 때 합리성 있는 차별로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령차별 지가 상 으로 느슨

하게 용됨으로써 연령차별에 한 규율법리로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연

령차별 지법리의 이러한 양면  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년제와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본다. 

Ⅱ. 연령차별 에서 본 정년제의 합법성

1. 정년제의 합리성 

가. 문제의 소재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능력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연령이라는 기 에 의해 

일률 으로 근로 계에서 배제하는 정년제는 그 사회  타당성 내지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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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문제되어 왔다.201) 다만, 이 문제는 정년제의 유형에 따라 달리 단될 

수 있다.202) 정년해고제의 경우에는 그 법  성격을 해고의 일종으로서 악

하므로 합리성 여부와 련하여서는 정년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단하면 족하

다. 이에 반하여 정년퇴직제는 정년연령의 도달이라는 사실로 당해 근로 계

가 당연히 종료되는 효과를 가지므로 그 특유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일정한 

연령을 기 으로 개개인의 근로능력이나 업무 격성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

은 객 성・합리성이 없고, 근로자의 근로권・생존권을 침해하며, 차별  취

을 지하는 헌법  근로기 법에 배된다는 등의 부정  견해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년제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문제로서 주요하

게 거론되지 않은 데에는 우리나라 특유의 고용 행과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

 기반이 존재하여 나름 로 합리성을 가지면서 기능해 왔음을 부정하기 어

렵다. 이에 따라 정년제의 합리성 여부는 계속하여 쟁 으로 되어왔다. 

 

나. 논의의 개 

정년제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기업으로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

계가 있고 청년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여 종업원의 연령구성상 균형을 어느 정

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를 해 고령자를 어떤 기 에 의해 배제하는 제도

가 불가피한데, 이 때 고령자 개개인의 능력 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별하여 

퇴직시키는 것보다 일정한 연령기 에 따라 획일 으로 배제하는 정년제가 더 

합리 이고 공정하다는 것이 노사 방의 인식이라는  등을 들고 있다. 이

에 따르면 정년규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닌 이상 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03) 한 연공서열식 임 체계 하에서 근로계약 기

에는 근로자의 근로능력보다 임 수 이 하회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특정 

시 에서는 임 수 과 생산성이 일치하다가 이후의 시 부터는 임 수 이 

201) 정년제의 합리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는 선행 연구로는 김유성, 앞의 논문, 79-81면; 

이철수(2003), 앞의 논문, 111-112면; 박종희(2005), 앞의 논문, 126-128면; 노상헌, 앞

의 논문, 71-72면 등 다수가 있다.

202) 이철수(2003), 앞의 논문, 110면; 강희원, 앞의 논문, 703-705면. 

203) 임종률, 『노동법』제13판,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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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을 과하게 되어 근로생애 체를 볼 때 임 과 생산성이 합치될 수 

있다는 , 기업운 의 정성을 해 정년제는 해고제한의 기본원리에 반하

지 않는 정당한 근로 계종료 사유에 한 합의로 볼 수 있다는  등도 합리

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된다.204) 

반면, 정년제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정년제가 근로자의 개별  사정, 

컨  당해 근로자의 근로능력, 직무 격성, 근로의사  의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연령의 도달만을 이유로 일률 으로 기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원칙 으로 연령에 의한 고용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조항, 근로기 법상 차별

지조항  민법상 공서양속 조항에 반되는 , 기존에 논의된 정년제는 인

건비 감, 신진 사 활성화 등 그 합리성이 기업 측의 입장에서만 논의되어 

온 , 근로자는 정년에 계없이 해고사유의 유무에 의해서만 해고될 수 있

으므로 정년제가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유익하다는 것은 추상 인 논리일 뿐이

라는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205) 한 일정 연령의 근로자에게 일률 으로 

근로 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식  평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해 근로자 개인의 의욕, 능력과 무 하게 동일하게 취 하는 것이 

차별  우로서 오히려 문제이고, 정년제를 일종의 최종기한을 정한 특약 내

지 부 으로 이해할 때 정년제를 통해 법 으로 엄격히 정년까지 고용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년제가 고용보장 기능을 갖는다는 주장에도 충분

한 설득력이 없다고 비 한다.206) 

다. 비교법  논의 

외국의 정년제에 한 과 근방식은 연령차별 지와 련되는데, 이에 

따라 크게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 그리고 일본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

국은 연령차별 지법으로 정년제를 연령에 의한 차별로 보아 지한다. 유럽

연합국가들은 원칙 으로 연령차별을 지하는 한편 공 연 과 연계되는 정

204) 박종희(2005), 앞의 논문, 128면.

205) 김유성, 앞의 논문, 79면.

206) 奧山明良, “高齡者の雇用保障と停年制問題”, 『成城法学』50号, 成城大学, 1995, 53면. 



- 106 -

년제는 연령차별의 외로서 허용한다. 일본의 경우 연령차별을 지하는 입

법이 없고 연령에 따른 합리  차별을 인정하면서 정년제의 합리성을 인정하

고 있다. 이하에서 각각 구체 으로 살펴본다. 

1) 미국 

미국은 채용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지하는 일련의 고용차별 지법

을 1960년  반부터 제정하 다. 연령차별과 련하여서는 1967년에 「고용

에서의 연령차별 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이하 ADEA라 

함)이 제정되어 규율되었다.207) 동법에 따라 사용자 등은 40세 이상의 자에 

해 연령을 이유로 고용 련 역에서의 차별이 지된다. 

행 ADEA은 강제퇴직(정년)을 연령차별로서 원칙 으로 지하고 있다. 그

러나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 이 법의 용 상자의 범 를 단계 으

로 확 하면서 강제퇴직도 단계 으로 지하기에 이르 다. 즉, 제정 당시에

는 이 법은 40세에서 65세의 자를 용 상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78

년 법 개정에 의해 그 연령상한선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 고, 1986년 법 

개정에 의해 연령상한선은 폐지되었다.208)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 해 정

년은 연령차별로써 지된다. 그러나 극히 몇 가지 외의 경우에 한하여 정

년제가 허용된다. 첫째, 주정부는 경찰・소방 에 한 55세 이상의 강제퇴직

을 가능  하는 주법을 제정할 수 있다(제623조 ⒤). 경찰과 소방  직종의 경

우 고령화와 업무수행 부 격 사이에 상 계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209) 

둘째, 65세 이상의 자로서 퇴직 직  2년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 간부직

(a bona fide executive)이나 고 정책입안직(a high policy making position)에 고

용되어 있었고, 사용자로부터 연간 4만 4천 달러 이상의 퇴직연 (retirement 

207) 동 법의 입법목적은 ① 나이보다 능력에 기초한 고령자 고용증진, ② 고용에서 자의적인 

연령차별(arbitrary age discrimination)의 금지, ③ 연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발생하

는 문제점에 대해 노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제621조 

(b)). 

208) Barbara T. Lindemann・David D. Kadu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w, Bureau of 

National Affairs, 2003, p. 39.

209) Michael Evan Gold,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2nd ed.,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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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을 즉시 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자의 강제퇴직이 

허용된다(제631조 ⒞). 셋째, 다른 연방법에서 연령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이 법의 용이 배제된다. 연령요건을 정한 다른 연방법은 이 법의 특별법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방 경찰  항공 제사의 강제퇴직,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한 연령제한 등이 그 가 된다. 넷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외사유인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연령이 사업의 

정상 인 운 에 있어서 합리 으로 불가결한 진정직업자격이면 그러한 사업

에 한 정년제의 설정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기회평등 원회

(EEOC)의 「ADEA 규칙」(§1625.6)210)은 지극히 외 인 경우에만 진정직업

자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인정범 를 제한하고 있다. 동 규칙에 따르

면 진정직업자격을 주장하는 사용자는 당해 연령의 설정(제한)이 업무의 본질

상 합리 으로 불가결하고 특정 연령 이상인자 모두 는 다수가 해당 업무

를 효과 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실  근거가 있거나 

는 그러한 개개인의 업무 합성을 연령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을 입

증하여야 한다. 한 진정직업자격의 목 이 공공의 안 인 경우 사용자는 연

령설정이 그 목 을 진정으로 달성하는 것이고 비차별 인 다른 안이 없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국

국은 2010년 연령 등 다양한 차별 련 지법들을 포 으로 규율하는 단

일법으로서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하 고, 연령차별은 이 법으로써 

규율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까지는 2006년 「고용평등(연령)규칙」

(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2006)에서 연령차별 문제를 규율하고 있

었다. 이 규칙에 따르면 65세를 기본정년연령(default retirement age)으로 정하

고 65세 이상의 정년퇴직은 차별의 외로써 불공정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하 다(제30조). 그러나 65세 미만의 정년연령을 정한 경우 그 객  정

210) EEOC Regulation PART 1625—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이에 관하여서는 앞

서 차등정년제의 연령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논의한 바 있다. 전술 제1절 Ⅱ. 2. 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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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입증되어야 연령차별  불공정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 다

(schedule 8의 제23조).211) 그리고 객  정당성의 여부는 비례성 심사에 따라 

엄격히 단되었다.212) 이와 함께 국의 정년제도에서 특징 인 것은, 근로자

의 정년 후 계속근로요청제도를 두고 있다는 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년퇴직 정일 등을 통지받으면 당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에 해 사용자는 의무  고려 차를 거쳐 그 수락 는 거

을 통보하여야 한다(제47조  schedule 6).213) 

그러나 2011년 「고용평등(연령)규칙」(The Employment Equality (Repeal of 

Retirement Age Provisions) Regulations 2011 No. 1069)에 따라 정년제는 폐지되

었다. 이에 평등법은 정년제를 연령차별로써 지하 다. 그러나 평등법 제13

조(2)는 연령차별이 합법  목 을 해 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연령

차별의 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객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년제가 

유효할 여지가 있다.214) 이 때 객  정당성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이와 련하여 최근의 례에서 국 법원은 정년제를 허용하

는 일반 인 사유 즉, 신규채용의 가능성이나 근로자에 한 사회  보호 등

을 이유를 정년제 설정을 해 객 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 다.215) 이

는 유럽연합법원의 연령차별법리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216) 그러

211) 이 예외는 정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2010년 평등법에 포함되었다. 

212) 조용만, “정년연장의 법적과제”, 『노동정책연구』제12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12, 9

면.

213) 계속근로요청권에 관한 내용은 후술 제3장 제3절 Ⅱ. 참고. 

214) Brenda Barrett・Malcolm Sargeant, “Working in the UK without a Default Retirement Age; 

Health, Safety, and the Oldest Workers”, Industrial Law Journal, Vol. 44(1),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83.

215) Seldon v. Clarkson Wright & Jakes [2012]3 All ER 1301(SC). 이 사건은 법무법인의 파트너

급 변호사가 법인의 65세 정년제의 부당함에 대해 제소한 사건으로, 영국법원은 정년제 설

정의 목적이 정당하고 세대를 초월한 공정성이라는 사회정책에 부합한다며 이 사건 정년제

를 인정하였다.  

216) Félix Palacios de la Villa v Cortefiel Servicios SA, C-411/05 [2007] ECR I-01569; Rosenbladt 

v Oellerking Gebäudereinigungsges mbH, C-45/09 [2010] ECR I-09391; Vasil Ivanov Georgiev v 

Technicheski universitet - Sofia, filial Plovdiv, C-250/09 and C-268/09 [2010] I-11869 등. 이상

의 판결에서 유럽연합법원은 정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합법적 목적으로서 구직자의 고용

기회 창출, 청년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과 같은 세대 간 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각 사안의 구

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제3장 제2절 Ⅱ. 2. 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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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이 제기될 당시 국내법으로 정년제 폐지라는 입법  결단을 이루어 

낸 을 고려할 때, 이 결이 사용자의 정년설정에 한 정당성을 제한 으

로 해석하지 않고 정년제를 허용하는 일반  사유를 그 객  정당성 여부의 

단기 으로 삼은 것은 정년제 설정의 외의 범 를 넓  향후 정년제 설정

가능성을 확 시킬 수 있다는 에서 많은 비 을 받았다.217) 다만, 정년제 폐

지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외로서 정년제 설정이 법원에 의해 개

별 으로 단되기 때문에, 정년제 설정의 객  정당성에 한 례의 단

기 을 섣불리 추단할 수 없고 이후 례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독일 

독일은 2006년에 제정된 「일반평등 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

gesetz: AGG)에서 연령차별의 외를 정한 제10조에 따라 정년제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규정은 포 이고 추상 이어서 구체 인 효력 기 은 

례법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정년연령을 근로자의 

연 수 개시연령 는 그 이후로 하는 정년규정에 해 원칙 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 수 연령보다 낮은 연령을 정한 정년규정의 경우는 특별한 

난이도의 육체  정신  업무수행능력과 책임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한다.218) 

한편, 2007년 「연 수 개시연령조정법」(RV-Altersgrenzenanpassungsgesetz)의 

개정을 통해 연 수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정년연령은 

종 의 65세에서 67세로 진 으로 연장된다.  

 

4) 랑스

랑스의 정년제는 「노동법 」(Code du travail)에서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

용차별 지와 함께‘사용자 주도의 퇴직’(mis á la retraite)이라는 방식으로 허

용되는 데 특색이 있다. 사용자 주도의 퇴직이란 사회보장법  L.351-8조에 

217) 김근주, “영국의 기본정년제 폐지 이후 판례와 시사점”, 『국제노동브리프』 Vol. 11 No. 

5, 한국노동연구원, 2013, 45-48면.

218) 유성재, 앞의 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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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퇴직연 완 액(가입기간 부족에 따른 감액이 없는 완 액)을 수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 사용자의 강제퇴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노동법  L.1237-5조 제1항). 행법상 사용자 주도의 퇴직이 

가능한 연령은 70세이다. 다만, 70세 미만인 자로서 퇴직연  완 액을 수 할 

수 있는 65세 이상인 근로자에 해서는 조기퇴직이 허용된다. 이 때 사용자

는 당해 근로자에게 소정의 차에 따라 서면으로 퇴직을 제안할 수 있고, 근

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근로 계가 종료된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요청은 매년 

1회 당해 근로자가 69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다(노동법  L.1237-5조 제7항-

제9항).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가 된다(노동법  L.1237-8조).219) 

5) 일본

일본은 1986년 제정된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한 법률」(이하 

‘고연법’이라 함)에서 정년제를 규정하고, 연 수 개시연령의 단계  상향

과 연계하여 정년 련 법제도를 개선하 다. 1994년 고연법으로 60세 정년 의

무제를 정하고 정년연장 노력의무를 법문상 명기한 이후, 계속하여 정년 연장

을 이루어왔다. 행 고연법은 65세 정년연장,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등의 의무

규정을 두어 공식 으로 65세 정년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는 고용확

보조치를 해 ① 정년 65세 연장, ② 계속고용제도, ③ 정년제 폐지  하나

를 선택하여야 하고 구체  운용은 재량 이다. 계속고용제도의 경우 종 에

는 사용자가 정년 후 계속고용을 희망하는 자를 선발하여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 으나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계속고용 희망자 원을 일률 으로 계속하

도록 개정하여 계속고용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의 으로 고령근로자

를 배제할 여지를 제거하 다. 

 

라. 검토

219) 조용만(2012), 앞의 논문,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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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펴본 국가들의 경우 연령차별 지 제도를 두고 있지 않는 일본을 

제외하고 정년제는 연령차별 지의 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

으로 연 수 개시연령을 정년연령으로 하고 있고, 이를 하회하는 정년규정

에 해서는 그 정당성에 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정년제에 따른 고용존속 보장을 강화하여 연령차별의 

문제를 다소간 해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연령

차별과의 계가 본격 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정년제에 한 구속력있는 법률

상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례에 의해 단체 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

이 존재하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유효한 것으로 인

정되어 왔다. 그리고 정년까지의 고용보장은 정년제의 합리성을 인정하게 하

는 강력한 존재의의로 기능하 다.  

그러나 상 인 측면에서 이러한 정년제의 의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조기퇴직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에서 실제 정년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비율

이 극히 소수이므로 정년제를 통해 원래 의도했던 고용안정  기능보다 근로

자 퇴출이라는 고용조정  의미가 부각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220) 한 

고령자에 한 구조조정과 성과 제의 확산은 정년제가 갖는 근로자 보호기능

을 상실  하고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정년은 근로생애에서 완 한 은퇴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의 근로자들

은 정년 이후에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재의 노동사회

에서 정년 후 재취업이 결코 용이하지 않고 한 양호한 고용기회를 얻는 것

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실은 연령차별로 이어지

고 있다. 이와 같은 실로부터 정년제의 고용보장  기능은 회의 인 시각을 

확산시키면서 정년제 회의론, 무용론에 이어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외국례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연령 이상의 정년퇴직을 허용

하는 과정을 거쳐 정년제의 원칙  지에 이른 미국과 국의 사례는 이러한 

논의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다.  

220) 김정순・노상헌 외, 『고령사회의 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4, 43면; 이기한, “정

년제의 법제화 논의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연구”, 『노동법학』제36호, 한국노동법학회, 2010,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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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정년제 폐지에 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연령이 오

랫동안 고용사회에서 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고 정년제가 행 으로 이루

어져 온 을 무시할 수 없다. 정년제에 한 심리  요소, 즉 실과는 별개

로 정년 고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기 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

다.221) 한 정년제 폐지의 근거로서 고용보장 기능의 상실은 오히려 해고제

한법리를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사회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보장하는 규

범과 행을 확립해 감으로써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이유로 곧바

로 정년제의 폐지를 논할 것은 아니다. 물론 정년제가 안고 있는 내재  한계, 

즉 연령을 이유로 당해 근로 계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에서 고용보장과 

긴장 계  연령차별이라는 반가치  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년제

가 유효하기 해서는 어도 정년의 시 (연령)에 한 객 이고 합리 인 

이유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같은 사회  정년제 즉, 정년이 곧 

근로생활의 은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종료와 공 연 의 수

개시연령과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도 사회  합리성을 지닌 최소정년

을 설정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정년제 폐지 논의와 하여서는 아래에

서 다시 별도로 검토한다(후술 II. 3. 참고). 

2. 정년제의 합헌성 여부

 

가. 정년제의 헌가능성에 한 문제 제기

지 까지 정년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는 단체 약 등 노사자치에 의해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의 합리성 여부에 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 의 자율  정년제가 60세를 

정년연령으로 강제하는 ‘법률상 정년제’가 되면서 그와 같은 법률의 정년규

정이 노사간 계약자유의 원칙(퇴직시기 선택권) 내지 근로자에 한 평등 우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가 새로이 쟁 이 된다. 즉, 정년제 자

221) 노상헌, 앞의 논문,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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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합헌성 내지 합목 성에 한 재검토가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1980년 ILO의 고령근로자에 한 제162호 권고 제22

조는 고용차별 지  자발  퇴직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년제의 문제를 검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자동 , 강제 , 일

률 으로 근로 계를 종료하게 하는 정년제는 고용차별 지  자발  퇴직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 근로자의 잔존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도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직무능력과 연령이 직 인 상 계에 있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일정한 시 에 

이르러 강제퇴직하게 하는 정년 규정은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직업선택의 자

유, 근로권 등의 에서 헌성이 있다. 

     

나. 헌법재 소의 결정 내용 

지 까지 노동법상 정년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고 2013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법의 정년의무 규정은 아직 시행 에 있어 이에 한 본격 인 헌법  

논의와 헌법재 소의 결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 소의 결정례 가

운데 행 공무원법  법원조직법 등의 정년 규정에 한 결정이 발견되는

데, 그 주된 쟁 은 직 에 따른 차등  정년연령에 한 평등권 침해여부로, 

정년제 자체에 한 평등권 침해 내지 연령차별의 문제에 한 심도있는 단

은 이 지지 않았다. 

헌법재 소는 공무원에 한 정년 규정에 해 “직업공무원제의 요소인 공

무원의 신분보장을 무한으로 철할 때 생되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을 방지

하고 인사 체를 해소하며 새로운 인재들의 공직참여사회를 확 , 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합리 으로 보완・운 하기 한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 “공무원 정년제도를 어

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 구체 인 정년연령은 몇 세로 할 것인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부에 범 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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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 략)… 합리 인 재량의 

범  내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 다.222) 법 의 정년을 규

정한 법원조직법의 헌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도 와 유사한 취지와 근거

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법 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 의 노

력으로 인한 정신 ・육체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 로 수행

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사법인력의 신진 사를 진하여 사

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 이 정당하고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감당능력을 객 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측면에서 입법자가 일정한 나이를 정년으로 설정한 것은 그 입법수단

에 있어 하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223) 한 사립학교 교원에 한 정

년규정과 련하여서도 “입법자는 국민들의 요청과 시 인 상황 등을 참작

하여 최 의 교육기반을 조성함에 있어 범 한 재량을 가진다. 교원의 신분

과 정년뿐만 아니라 명 퇴직수당의 지  여부도 교육의 목표, 교원의 수 균

형, 사회경제  여건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입법정책에 속

한다”고 하 다.224)

즉, 헌법재 소는 법률로 정년을 정한 규정이 신분보장뿐 아니라 인사 체의 

해소와 신규채용 등의 공익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로 인해 공무담임권

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제한을 받더라도 그 목 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구

체 인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자에 해 범 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 다. 정년 규정의 평등권과 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입법권의 재량에 따라 

그 합리성을 인정하 다. 정년 규정에 한 이와 같은 헌법재 소의 입장은 

사회 체의 집단  이익을 우선하여 고려한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의

무 규정의 평등권과 련한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 정년제와 연령차별에 한 유럽연합법원의 단

222)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86 결정. 

223)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결정.

224)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5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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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은 개별 법령 는 단체 약으로 정년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유럽

연합법원은 이러한 국내법상 규정이 연령차별 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제78

호 지침에 배되는지 여부에 해 일련의 결을 내렸다. 특히 동 지침 제6

조는 연령에 근거한 다른 우가 정당한 고용정책, 노동시장  직업훈련상의 

목 을 포함한 합법  목 을 한 것으로서 객 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 

목 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차별의 외를 정하고 있어 각 회원국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이 동 조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 이 되었다. 이에 한 유럽연합법원의 결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정년의무제의 평등권 배 여부의 단 기 뿐 아니라 

정년에 한 과 방향을 제시해  수 있다.     

1) 제78호 지침 제6조에 한 기본  해석 

Palacios 사건은 국내 법령이 퇴직연령을 정하는 경우 연령차별 지의 외를 

정한 유럽연합 제78호 지침 제6조와 동 지침의 다른 권리를 어떻게 조화하여 

해석할 것인지에 해 본격 으로 검토한 사건이다.225) 매니 로 고용되어 있

던 Palacios는 65세에 도달하자 사용자로부터 단체 약에서 정한 퇴직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를 통보받았다. 스페인 법령은 이와 

같이 퇴직연령을 정한 단체 약의 체결을 인정하되, 다만 당해 근로계약이 종

료되는 시 에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퇴직연 을 액 수령할 수 있는 요건으

로서 일정한 근로기간이 충족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그러한 단체 약의 규정이 

유효하게 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Palacios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는 단지 65세에 도달한 사실만을 이유로 한 조치로서 연령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 주장하 다. 

유럽연합법원은 제78호 지침의 문 14의 의미는, 이 지침이 각국의 퇴직연

령을 결정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해진 퇴직연령에 

225) Félix Palacios de la Villa v Cortefiel Servicios SA, C-411/05 [2007] ECR I-01569. 지금까지 

유럽연합법원은 연령차별과 관련한 사안을 EU법의 일반원리에 비추어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제78호 지침이 연령차별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동 지침 제6조

의 적용에 따른 해석이 쟁점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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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요건과 련하여서는 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당해 사건에 제78호 지침의 원리를 용할 수 있다고 하 다.226) 이에 

따라 유럽연합법원은 당해 정년의 정당성과 련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라 그 

목 의 합법성  수단의 성 여부를 심사하 다. 구체 으로 법원은 스페

인 법령이 1980년 높은 실업률에 응하기 해 정년퇴직제도를 도입한 , 

국가 고용정책의 에서 구직자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특히 청년 근로자에 

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한  등에 비추어 당해 정년 규정의 목 이 공

익을 한 객 성  합법성을 갖는다고 단하 다. 한 연령차별 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회원국과 노동조합은 입법 는 제도의 시행 등에서 

범 한 재량을 갖는 것을 제로 이에 따라 당해 사건의 정년 규정이 노동조

합과 논의 후 제정된 , 개인이 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연 수 자격

을 제로 하여 정년연령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의 

용 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크게 부정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수단에 있어서도 성을 갖는다고 보았다.227) 

이 결의 주요 의의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년규정이 지침 

제6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단하되 회원국의 재량을 넓게 허용하고 있다. 

국가의 노동정책은 목 의 합법성이 인정되는 가장 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유럽연합법원은 합법  목 이 공익과 련될 것을 제로 하면서, 공익을 

한 노동정책의 시행은 회원국의 범 한 재량에 따른다고 보았다. 둘째, 다만 

이와 같은 회원국의 재량에 한 하나의 제조건으로서 정년 규정은 퇴직 후 

근로자가 양호한 수입과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경우로 한

정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최소한 고령자의 경제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한편으로, 회원국의 재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228) 그런데 연 소득

226) Frank Hendrickx, "Age and Europe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ctive Ageing and 

Labour Law–Contributions in honour of Professor Roger Blanpain, Intersentia, Cambridge, 2012, 

p. 13.

227) Frank Hendrickx, Ibid., pp. 13-14.

228) Monika Schlachter, “Mandatory Retirement and Age Discrimination under EU Law”,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Vol. 27(3),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p.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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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 이 소득 체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 가령, 경력단 의 경험이 있거나 

수년간 트타임으로 근로하 거나 자 업자로 일정기간 국가 연 제도에 가

입하지 못하여 불연속 인 근로 경로를 거친 경우 등 그로부터 생하는 연

수 은 필연 으로 그 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훨씬 을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유럽연합법원에 따르면 퇴직 부와 같은 은퇴 후 소득보장을 제로 정년

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세  간 연 , 연 제도와 같은 사회 구조  에

서 청년 근로자와 고령근로자의 권리를 균형하여 형량한 근으로 본다.229) 

이러한 은 회원국의 정책이 일반 으로 용가능하고 추상 인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어느 정도 포 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 되고 

있다.230) 그러나 허용되는 정책의 범 를 범 하게 일반화하게 되면 그 목

을 달성하는 수단의 정성과 필요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

은 Rosenbladt 사건에서 드러난다.  

2) 정당화에 한 유연한 기    

Palacios 사건 이후 정년제는 법령 는 단체 약에 의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매커니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권

리와 공익의 , 청년 근로자와 고령근로자의 세  간 의 차원에서 새

로운 국면을 맞았다. 정년과 련한 많은 사건이 제기되고 다양한 요소가 고

려되면서, 유럽연합법원은 정년 규정에 한 일반 인 규제기 과 함께 문

직 종사자와 같은 근로자집단에 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 을 용하여 정년

의 정당화를 단하 다.231) 

가) Rosenbladt 사건 

Rosenbladt는 청소회사에 트타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자로, 근로자

가 조기퇴직연 을 수령할 수 있거나 아니면 65세에 도달한 때에 근로계약이 

229) Frank Hendrickx, op. cit., p. 14.

230) Monika Schlachter, op. cit., p. 291.

231) Monika Schlachter, op. cit., p. 293; Numhauser-Henning・Mia Rönnmar, “Compulsory 

retirement and age discrimination: The Swedish Hörnfeldt case put in perspective”, Essays in 

Honour of Michael Bogdan, Juristförlaget i Lund, 2013, p.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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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다고 규정한 당해 회사의 청소업무에 한 단체 약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이에 해 그녀는 당해 고용의 종료가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 다.232) 

유럽연합법원은 많은 회원국에서 고용 련 법령에 정년 규정을 두고 있고 오

랫동안 리 고용 계에서 용되어왔다는 을 확인하 다. 이어서 정년 규

정은 세  간 고용기회를 분배하고, 성과에 따른 해고와 같은 수모를 겪지 않

도록 고령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에 터잡아 이루어진 사회  합의를 반 한 것

이라는 도 재확인하 다. 그리하여 문제되는 이해 계를 실제로 형량하는 

신, 정년이 정치 , 사회 , 인구학  고려와 산을 균형한 결과이고 련 

법령이 비합리 이지 않는 한 그 목 의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시하 다.233) 

한 이 제도에 따른 고용종료가 일정한 연령의 도달에 따라 사용자에 의해 

일방 으로 이 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  수 자격을 요건으로 하여 수입 

상실에 한 보  수단도 강구하고 있다는 에서 수단의 성과 필요성도 

인정하 다. 그러나 연 수 을 통해 상실된 수입이 체될 수 있기 해서는 

실질 으로 일정 액이 보장되어야 한다. Rosebladt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트타임으로 근로하며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 에 있는 자는 퇴직연 액

이 제한 이어서 정년퇴직 후 받게 되는 실제 연 액으로는 종 의 생활을 유

지하는 데 충분치 않고, 수령할 퇴직연 액보다 행의 근로수입이 더 많고 

한 오래 근로할수록 연 수령액이 높아지므로 정년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

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234) 이와 같은 경우 개인의 (근로할) 권리를 어

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235)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

로에 따른 임  수령액과 정년 후 연  수령액의 차이 는 연 액의 수 에 

232) Rosenbladt v Oellerking Gebäudereinigungsges mbH, C-45/09 [2010] ECR I-09391.   

233) Monika Schlachter, op. cit., p. 292.

234) 그녀는 1994년부터 하루 2시간씩 월수입 307유로의 단시간 근로자로 오래도록 일해 왔

는데, 이는 장애를 가진 아들의 양육을 위해 하루 중 2시간 이상 근로하기 어려웠고 한편으

로 노동을 통한 수입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선택된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은 월 228유로에 불과하

여 그녀와 장애아들이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

로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이와 같은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5) Frank Hendrickx, op. cit.,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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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세  간 권리와 균형을 모

색한 귀결이라 할 수 있으나, 고령근로자 개인의 에서는 개인의 근로권이 

집단 으로 요구되는 공익에 비해 비 을 낮게 둔 결론이라 볼 수 있다. 

나) Georgiev 사건

이 사건은 Rosenbladt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익에 한 개인의 권리라는 

에서 문제된 것이나, 다만 경제  이유뿐 아니라 노동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

리에 보다 이 있다. 이 사건이 제기된 근거는 68세를 학교수의 정년으

로 정한 불가리아의 법이었다.236) 이 제도는 65세에 도달한 교수가 계속 근로

하길 희망할 경우 68세까지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당

해 교수는 65세 도달로 근로계약이 종료하 으나, 학 원회는 계속 근로를 

승인하고 1년의 유기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교수의 지 로 임명하 다. 이어 

보충 합의로 1년씩 두 번 더 연장하여 68세에 도달한 해에 당해 근로 계가 

종료되었다. 그는 이러한 근로 계 종료는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유럽연합 지

침 제78호에 반된다고 주장하 다.

유럽연합법원은 여기서 정년의 필요성 여부를 교수 집단의 고용 상황으로부

터 사실상 근거를 도출하 다. 즉, 해당 제도가 은 교수의 임용을 통해 최

한 가능한 교수의 지 를 할당하려는 목 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한 교

육자와 연구자의 다양한 세  간 조합은 경험의 교환과 신을 진하여 학

의 교육과 학문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그 목 이 합법 이라고 보았다.237) 

그리고 당해 제도의 수단으로서의 성  필요성과 련하여서는 68세 연

령제한은 통상 연 수 권을 갖고 퇴직하게 되는 법정 연령보다 5년이 더 높

으므로 68세까지 고용기회를 제공받는 학 교수는 그들의 경력을 상 으로 

오랜 기간 추구할 수 있는 , 그러한 조치가 정년퇴직에 한 근로자의 요구

를 과도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 한 해당 조치가 연령만이 아

니라 근로자가 퇴직 후 연 수 을 받을 수 있다는 에서 정하 다.238) 이

236) Vasil Ivanov Georgiev v Technicheski universitet -Sofia, filial Plovdiv, C-250/09 and C-268/09 

[2010] I-11869.

237) Frank Hendrickx, op. cit., pp.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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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근은 Rosenbladt 사건에서 사안을 직 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정년 

규정을 회원국의 재량에 따른 노동정책으로 보고 사회경제학  균형을 모색한 

것으로써 인정된다고 시한 것과 조된다. 특정 문가 집단에 해서는 구

체  비례성 심사를 통해 노동정책 결정에 한 회원국의 재량 범 를 제한하

고 정년제의 정당화 단을 보다 엄격하는 것이다.  

3) 공익  에 따른 완화된 심사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정년과 련한 문제는 이해 계가 보다 복잡해졌

다. 사회경제  안정을 해 사람들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 

 진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편으로, 노동 시장과 사회조직의 안정성을 

해 통 인 방식을 고수(정년)할 필요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239) 이러한 측

면에서 정년에서 연령차별의 문제는 개별  권리 차원보다 범 한 사회 경

제 정책  고려에 보다 무게를 두어왔다. 최근의 Hörnfeldt 사건은 이와 같은 

근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 당사자인 Hörnfeldt는 1989년부터 스웨덴 우체국에서 단시간 근로로 

일하여 온 자인데, 67세에 도달한 2009년 5월 15일에 스웨덴 법령  단체

약상의 67세 정년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 계가 종료되었다. 그는 단시간 근로

에 따른 낮은 소득으로 인해 연  기여 가 어 최종 으로 수령하게 될 연

수 액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희망하 다. 그리고 당해 근로계

약 종료는 연령에 의한 차별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 다.240) 이 사건에서의 

쟁 은 스웨덴의 「고용보호법」(Anställningsskyddslagen) 제33조에 따른 67세 

정년 규정이 제78호 지침 제6조에 합치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67세에 도달할 경우 사용자는 최소 한 달 이 에 당해 근로자에게 

서면고지하는 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를 어떠한 정당한 이유없이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32조a에 의해 근로자는 67세까지 고용

이 보장된다. 이에 해 스웨덴 정부는 당해 정년 규정이 연령에 따른 굴욕

238) Frank Hendrickx, op. cit., p. 18.

239) Numhauser-Henning・Mia Rönnmar, op. cit., p. 404. 

240) Torsten Hörnfeldt v Posten Meddelande AB, C-141/11 [2012] ECR I-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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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해고를 당할 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퇴직연 액을 높일 수 있으며, 65세 

이상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인구학  경향에 부합하

는 응이며, 67세까지 무조건 으로 고용을 보장하여 고령근로자의 근로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 다.241) 이와 같은 주장은 유럽연합법원에서 모두 받아들

여졌고, 이 의 정년 련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당해 정년 규정이 인정되었

다.     

이 결은 지 까지 정년 규정의 연령차별 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과 동일

한 결론을 취하고 있지만,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사안에 한 

단을 내릴 때 개인의 권리와 같은 개별  보다 체  에 심을 

두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다. 컨 , Palacios 사건에서 수단의 

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정년연령에 도달한 고령근로자가 불합리하지 

않은 연 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는 이 요한 요소임을 원칙 으로 확인

하 으나, Rosenbladt 사건과 함께 당해 근로자가 수령하는 연 의 수 이 그

러한 수단의 정성 여부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별도의 심사

가 이 지지 않았다. 이에 해 Hörnfeldt 사건 결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

다.242) 즉, 일정한 단은 사회구조  제도의 에서 이 져야 하므로 이 사

건의 주된 검토 상은 67세까지 근로의 권리가 무조건 으로 보장되는 ,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속 근로할 수 있는 , 기본 연  외에 주거 수당 등의 

다양한 연 을 수령할 수 있는 과 같은 당해 정년 규정에 부수한 제반의 제

도가 된다고 보았다. 둘째, 정년이 연령차별 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해 모

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다. 유럽연합법원은 일찍이 정년에 따른 근로계

약 종료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 계를 사용자가 일방 으로 해

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을 지 한 바 있다.243) 그러

나 스웨덴의 67세 정년 규정은 사용자에 해 67세 이상에 도달한 근로자라면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유럽연합법원의 과 정면으로 배치된다.244) 그럼에도 

241) Numhauser-Henning・Mia Rönnmar, op. cit., p. 407. 

242) Numhauser-Henning・Mia Rönnmar, op. cit., p. 408. 

243) para. 51, Rogenbl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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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유럽연합법원은 이를 언 하지 않았다. 유럽연합법원은 지 까지 회

원국의 정년 규정에 한 제78호 지침 반 여부를 단하는 데 있어 목 의 

정당성은 부분 쉽게 인정하더라도 수단의 성과 필요성에 해서는 비교

 엄격하게 단해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결에서는 각 회원국이 정

년에 해 규정하는 데 범 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고 수단의 정성에 한 

종 의 단기 을 완화하 다. 

라. 검토

법정 정년의무제에 한 기본권 침해여부와 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재 소는 

당해 제도가 인사 체의 해소와 고용기회의 확보와 같은 고용정책  측면에서 

목 이 정당하고 입법자의 범 한 입법형성권에 따라 그 수단 한 정당하

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견해는 지 까지 법률상 정년의무제가 공무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자를 상으로 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특수한 지 (이를테면,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국민 체에 한 사자라는 것)에 근거하여 개

인의 기본권보다 공익의 추구가 우선시되었고, 그러한 목 을 실 하기 한 

입법의 재량이 보다 넓게 인정된 측면이 있다. 한편 지 까지 유럽연합법원에

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  목 은 고용 기회와 근의 차원에서 세  간 공정

한 분배, 굴욕  형태의 근로 계 종료의 방지, 노동시장과 산문제에 한 

합리 인 형량이다. 특히 청년실업의 해소  고용기회의 제공  장려 등 

은 근로자의 고용 진과 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개별 

회원국의 사회 ・경제  고용정책으로서 거의 외없이 그 목 의 합법성이 

인정되었다. 수단의 성에 있어서 헌법재 소는 입법자의 재량에 임하고 

있고, 유럽연합법원 한, 연 수 을 통한 소득 보 을 제  요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정년제의 구체 인 내용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의 재량을 리 허용

함으로써 종 의 엄격한 비례성 기 으로부터 완화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 소의 결정례와 유럽연합법원의 결 동향에 비추어 볼 때 

244) Numhauser-Henning・Mia Rönnmar, op. cit., p. 409. 



- 123 -

고령자고용법상 정년 규정의 헌성 여부에 해 국가 정책  목 과 입법자

의 재량에 의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 

그러나 정년제를 정당화하는 목 으로서 세  간 고용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  정년을 향해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에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에서 경계되어야 한다. 퇴직한 임 근로자에 해 실제로 

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퇴직과 채용이 사실상 일치하지 않는 한 세  간 공정

한 분배라는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반면 정년제는 그 자체가 고용 종료를 

정하고 있는 태생  한계로 인해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규범성으로부터 

계속하여 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에서도 정년제의 합법성은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행법

의 정년 규정은 앞으로 고령화의 진행과 국민연 법의 규정에 부합하기 해 

개정되어야 하는 운명을 지닌 ‘한시  규정’이라는 제에서 인정될 수 있

을 뿐이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정년제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곧 정년제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제를 유지한 채 타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갈 것인지 문제이다. 유럽연합법원은 후자를 택하면서, 

이를 해 정치 ・경제 ・사회   인구학  고려와 산문제 등 모든 가

치를 최 한 고려하여 정년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245) 이러한 상황에서 

행 정년 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이상, 정년의 정당화 목 으로 세

 간 고용기회의 공정한 분배라는 주장은 정년제가 내포하고 있는 반가치성

에 응하기에는 논거로서 부족하다. 따라서 세  간 고용의 재분배가 정년의 

합헌성  합법성을 담보하는 주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년이 

가지는 근로존속의 보장 기능, 성과나 기타 요인에 따른 해고보다 오히려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가지는 유익성과 같은 고령자 근로권 보

장의 이 정년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야 한다. 유럽연

합법원이 정년제 유지를 고용보호  양질의 일자리의 측면에서 살피고 있는 

을 유념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정년의 기능으로 요청되는 세  간 고용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단어 그 자체의 공정성(fairness)의 의미보다는 세  

245) para. 69, Palacios de la Villa; para. 44, Rosenbladt; para. 28, Hörnfel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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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 (solidarity)로 악하여야 한다. 반드시 일자리가 경합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과 채용의 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에서 정년제가 공평하고 올바르다

는 의미로써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년제가 갖는 공정성

이라는 기능에는 세  간 상생(相生)이라는 성격이 더 강하게 반 되어 있다. 

이 게 정년제가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근로권이라는 으로 해석하여

야, 고령근로자뿐 아니라 근로 계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  다른 연령 계

층의 근로자 모두로부터 그 타당성을 이해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정년연장의 

필연성  당 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즉, 사회  정년제를 지향하면서 정년

제는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3. 정년제 폐지론에 한 비  고찰

가. 문제의 소재

정년제 폐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연 재정의 기에 응하기 한 하나의 

방책으로 제안되고 있고, 규범 으로도 연령에 계없이 근로하는 사회에 

합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 연령차별 지  

평등의 실 이라는 목 에 정합하는지에 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를 

들어, 연 재정 기에 한 주장은 실증  사실에 근거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고령자를 은 세 의 비용으로 국가수입  서비스의 큰 부분을 차

지하는 존재로 여기고 이들이 은 세 로부터 받은 재원을 되돌려주어야 한

다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정년제 폐지

의 목 이 고령근로자의 근로 생활을 연장하기 한 선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고령근로자의 ’보다 고령근로자로 하여  근로를 통해 그들의 고령에 

한 부를 지 토록 하는 ‘ 은 세 의 ’이 제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세  간 갈등을 내포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령주의(ageism)를 형성한

다.246) 한 고용의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연령에 계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

246)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Meeting the challenges of active ageing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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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회는 무척 이상 이지만 실에서는 근로자에 한 고용 보호  양질

의 일자리 모두를 훼손할 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정년제 폐지에 한 

논의는 이와 같은 비  견지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 폐지론에 한 구체  검토

1) 은퇴에 한 선택의 자유 제한 

정년제 폐지의 목   하나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거나 는 필요로 하는 근

로자에 해 자유로이 은퇴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개인

의 자유, 자치  국가의 불간섭과 립성과 같은 자유를 핵심  가치로 반

한 것이다.247) 그러므로 정년제의 폐지를 통해 고령근로자는 그 은퇴에 한 

결정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의 근원 인 문제는 은퇴 시 에 자신이 계속 근로할

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령근로자 집단을 제하고 있다는 

에 있다. 모든 고령근로자가 은퇴여부 내지 계속근로 여부에 하여 진정으

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no’이다. 고용상 

계층은 소득 격차뿐 아니라 각 계층에게 부여되는 사회  지  는 권력이나 

권 에까지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분석에 따르면,248) 높은 계층에 속해있는 근

로자가 사용자와의 계에서 재량을 가질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지

에 따라 자유의 향유 정도, 아니 그 유무가 나뉜다. 를 들어, 노동시장에

서 높은 지 에 있는 자는 근로를 계속할지 은퇴를 할 것인지, 는 유연 퇴

직과 같은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등의 선택의 가능성이 높다.249) 그러나 반

로, 노동시장에서 낮은 치에 있는 임   숙련 근로자는 그와 같은 

Is the abolition of retirement the answer?”, European Labour Law Journal, Vol. 4, Intersentia, 

2013, pp. 259-261.

247)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55. 

248) P. McGovern et al., Market, Class and Employ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49) Paul Blyton, “Working Time, Work-Life Balance, and the Persistence of Inequal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Vol. 27(2),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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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하기 이 에 이미 해고되었거나, 는 퇴직하더라도 그들이 희망하는 

정도의 충분한 연 소득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 요컨 , 내부 노동시장의 상

황을 고려할 때 정년제의 폐지에 따라 연 수  연령 이후에 계속 근로할 필

요 는 희망하는 고령근로자 모두가 진정으로 은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은퇴 여부의 선택을 향유할 수 있는 자는 노동시장 기능

과 경쟁력 유지를 한 기업의 이해에 부합하는 자, 즉 고령의 나이에도 불이

익이 거의 없고 빈곤에 처할 험이 없으며 고도의 기술직 문 근로자로 한

정된다. 

2) 연령차별과 련한 문제  

정년제가 고용계속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고령근로자에 한 덜 우호 인 

우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근로생활의 강제 

종료로 인해 경제   사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은 낮은 자존감, 우울감  질병으로 이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연령

평등의 에서 정년제 폐지는 크게 두 가지로 주장될 수 있다. 첫째, 연령에 

따른 근로의 거부는 개인의 특징에 근거하여 덜 우호 인 우를 받지 않을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사회  불이익을 야기한

다는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등의 원리가 정년제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지도 원리임이 

분명하지만 고령자 고용의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우

선 개인의 존엄성과 련하여, 연령에 근거한 근로 계의 종료는 고령근로자

에 한 멸시의 표시가 아니라 세  간 고용 기회의 분배라는 은 세 의 필

요에 부응한 노동력의  이동으로 이해하여 볼 때 그 차별 강도의 정도가 완화

된다.250) 한 연령차별의 경우 연령의 가변성으로 다른 차별과 구별되는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은 시 을 거쳐 고령화되므로 생애의 

각 단계에서 불이익과 이익을 모두 경험하게 된다는 이다. 고령의 연령에 

도달한 자는 이미 은 시 을 보냈고 그 시 에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을 렸

250)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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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은 세  한 언젠가 연령에 따른 불이익을 맞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

은 생애 과정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동일하게 겪게 되므로 연령에 근거한 구별

은 인간 존엄성을 크게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251) 

다음으로 경제   사회  불이익과 련하여, 노동생활이 부분 개인에게 

주요 수입의 원천이고 한 요한 비경제  역할, 컨  고도의 자존감  

사회  지 와 명  등의 비  부를 제공한다는 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  부는 노동 이외에서도 부여될 수 있고 굳이 고

용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무게를 둘 이유는 없다. 비  부가 개인에게 

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다른 부분을 압도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것은 아니

다. 한 근로에 의해 제공되는 이같은 사회  부는 노동시장에서 높은 지

에 있는 근로자에 의해 경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부조차도 

실제 은퇴를 고려할 때 그 게 높은 비 으로 고려되지 않는다.252) 그 다면 

남은 문제는 정년제에 따른 경제  불이익이다. 노동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원천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년 이후 계속근로가 경제  불이익을 피

하기 한 수단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최소한의 연 보장

과 정한 사회보장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다. 

3) 고용보호의 약화 험 

정년제 폐지의 결과 사용자는 노동력 수 계획을 해 고용을 종료하는 방법

으로서 업무수행 리능력과 실  평가에 보다 더 을 두게 된다.253) 이것

이 인  자원 리와 기업 경 에서 보다 더 효율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

나, 업무수행 능력을 단하는 기 이나 척도가 매우 요한 문제로 제기된

다.254) 특히, 장애나 고령의 근로자는 이러한 기 을 달성하기 어려운 취약한 

251)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64.

252)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66.

253) 영국이 정년제를 폐지한 이후 2013년에 307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의 64%가 고령근로자의 희망퇴직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노동력 수급계획에 어려

움이 있다고 하고, 또한 29%가 정년제 폐지의 결과로 인사담당자가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평가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Eversheds, “Eversheds UK HR 

e-briefing: How are employers managing without the default retirement age?”, 2013.4.). 

254) 이는 저성과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제3절에서 별도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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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될 수 있다. 이 때 연령 립 이더라도 업무수행 기 이 실제로 은 

근로자의 평균 업무실 과 응할 경우 간 으로 연령과 련되어 간 차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실 이나 능력에 한 공정

하고 객 인 단기   연령에 있어 간 차별법리가 제 로 정립되지 못

할 경우, 결국 이는 고용 종료를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나아가 모든 

연령의 근로자에 한 고용보호를 약화시키는 험을 야기할 수 있다. 

Ⅲ. 노동법상 규정 일부의 용 배제의 연령차별 해당성 

국가의 취업지원 는 지원  보조 외에 고령자에 해 노동법상 근로자 보

호 규정을 일부 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용이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고령근로자의 취업의 문턱을 낮추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 해당 규정들을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

하는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구체 으로 구 되는 방식과 정도는 고

령근로자에 한 한 근로조건  근로환경의 보장이라는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연령을 기 으로 한 노동법  보호의 제외는 합리  이

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강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므로 일

련의 노동법상 보호의 용제외 규정은 고령근로자 고용에 있어 양  확 뿐 

아니라 질  보호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지 않으

면 부당한 연령차별에 해당하고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심 한 침해를 가져

오게 된다. 이러한 비  에서 고령근로자에 한 행 노동법  보호 

제외 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기간제법상 고령근로자에 한 용제외의 타당성   

가. 행 기간제법의 고령근로자에 한 규정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 으로 2년을 과할 수 없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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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은 외 으로 고령자고용법상 고

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 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서 용되지 않는다(제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사용

자는 고령근로자와 2년을 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년을 

과하더라도 당해 고령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이 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지 않는다.  

나. 해당 규정의 타당성 검토   

기간제법상 고령근로자에 한 외를 허용함으로써 이들에 해 불리한 고

용조건이 지속되고 고용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특히 고

령근로자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에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열악

한 근로조건 실태와 고령의 빈곤이라는 문제를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완화 

규정을 주의깊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의 고령근로자를 조기퇴직시키고 

기간제로 체하여 고용할 경우, 이와 같은 외규정은 정규직을 체하는 수

단이 될 수 있고 조기명 퇴직을 활성화시키며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진할 우려도 있다.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 진의 확 가 요한 가치라면, 

고용불안 내지 고용의 질 악화는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

제 는 유인을 억제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의 용이 내지 진이라는 에서는 이를 곧바로 부정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령자의 경우 그 동안 기업정년이 일반 으로 55세 

후 다는 을 감안하면 60세 이후 무기근로계약 고용으로의 기 가능성이 

희박하고, 건강상의 문제  연령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사용기간 등의 제한

을 통해 정규고용으로 유도하는 것이 실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오히려 근로계약 기간 제한의 완화가 고령근로

자의 고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한 처우와 련하

여서는 불리한 근로조건은 비정규직법상 차별 지 규정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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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고,255) 최근 기간제법  견법 개정을 통해 차별 지는 더욱 강화

되어 가고 있다. 한편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는 비단 고령근로자만의 문제가 아

니라 모든 연령의 근로자에게 용되는 사회 체의 문제로서, 무차별 인 비

정규직 양산  비정규직에 한 차별  처우에 한 문제는 지속 으로 개선

이 요청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기간제 근로에 한 용을 곧바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무차별 인 용 상에 있다. 법에 따르면 일정한 연령 즉 55세 

이상이 되는 순간 개별 근로자의 능력, 직업 경력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

으로 제한없는 기간제 근로의 상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간제 고용의 

확 가 고령자의 고용을 진시킨다는 객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연령이라

는 표지만으로 모든 고령근로자에 해 불안정한 근로 계를 장기간 노출시키

는 것은 부당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독일 

기간제법 제14조 제3항 제1문에 해 유럽연합법원은 연령차별을 지한 입법

지침 제78호에 반한다는 결을 내린 바 있다. 당해 규정이 합법  목 을 가

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에 한 교육 는 개인의 능력과 같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  우를 할 수 있는 완화된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세가 

넘는 자에 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을 획일 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 수단

에 있어 하지 않다고 단하 기 때문이다.256) 이 게 볼 때 연령차별

지원칙의 에서 행의 기간제법상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에 한 외를 허용하더라도 모든 고령자에 

255) 박종희・김미영・강선희・차동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법제 개선방안 연

구』,  노동부, 2008, 160면. 

256) Mangold v Helm, C-144-04[2005] ECR I-9981. 2003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6세이던 

Mangold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2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유효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독일 기간제법 제14조 

제3항 제1문에 근거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Mangold는 당해 규정이 연령에 의한 차별로서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원칙인 유럽연합 제78호 지침에 반하는 것으로 위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

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독일은 2007년 4월 19일 종전의 규정을 “근로자가 계약체결 당

시 만 52세 이상이고 계약체결 직전에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경우에는 ‘정당한 사

유’ 없이도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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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간제 근로가 무분별하게 확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둘 필요가 

있다. 컨 , 고령자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의 실업상태에 

있을 것,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상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취업알선기

의 구직활동이 있을 것 등 연령 이외에 기간제 근로로의 취업이 요청되는 

요건을 마련하거나, 는 그 용 상 연령을 정년 이후 는 연 수 연령 

이후로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견법상 용 제외에 한 문제  

가. 견법상 고령근로자에 한 규정 

견법도 기간제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가 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을 과할 수 없으나,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를 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규정이 용되지 않는다. 즉 고령

근로자에 해서는 2년을 과하여 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제6조 제3

항). 

요컨 , 고령근로자에 해서는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의 기간의 제한없이 계

속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고, 견근로의 경우는 2년 이상 견이 가

능하다. 이 때 연장 가능한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질 으로 

고령근로자에 한 기간제 근로  견근로는 무기한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고령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나. 견기간 제한의 용제외와 견 상업무 확 의 경계 

고용노동부가 2014년 12월 2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 책안(부제: 비정규

직 처우개선  노동시장 활력제고 방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에 한 견

상업무를 제조업 직 생산공정  지 업무를 제외하고 면 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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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인력난이 심한 업종을 상으로 ① 추

가 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② 국내인력 취업기피로 인한 인력난으로 외국

인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며, ③ 향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어려움이 상되

는 업종 등을 향후 추가업종으로 선정한다는 책안도 마련하 다. 이러한 방

향은 최근 노사정 합의(2015.9.13.)에 따른 여당의 입법안에서도 반 되었다. 

이에 따르면 고령자에 해서는 제조업, 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견이 허용된다. 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 공정인 뿌리산업에 한 

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제조업 반으로 견이 확 된다(개정안 

제5조 제2항).   

견근로형태는 제한 으로 운 되고 규제가 많은 고용형태  하나이다. 그

만큼 견근로가 갖는 폐해가 많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직 고용 원칙에 

한 외로 한정 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257)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령자에 한 견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견 상업무까지 확 되면 고

령자에 해 견근로가 상시화되어 직 고용의 원칙을 지나치게 훼손할 우려

가 있다. 한 고령근로자의 불안정・ 임 의 간 고용을 확산하고 더욱 심

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견의 해악을 고려할 때 고령근로자에 한 

무제한  견의 확 는 연령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하다. 연령을 이유로 

이러한 보호의 요청으로부터 배제될 합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한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비추어 고령근로자는 무분별한 견, 열악한 견의 근로환경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특히 고령근로자에 한 취업기회의 확  

는 용이성이라는 목 의 실 이 견근로의 확 와 그에 따른 부작용과 비

교형량하여 볼 때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근로환경의 질

 하와 불안정한 고용상황으로 말미암아 고령자 근로권을 히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 이로 인해 고령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견근로는 원칙 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고용형태임을 주지하고, 직

고용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  내에서 외 이고 일시 인 업무를 

257) 박종희・김미영・강선희・차동욱, 앞의 책,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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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령자에 한 고용 진의 수단으로 

견근로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실업 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고용

률을 극 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반드시 제되어야 하고, 견근로가 고령

자 실업과 고용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체계화되어야 하

며, 필요한 범 에서 한시 으로 운 되도록 하는 등 가능한 한 소한 범

로 이루어져야 한다.258) 

3. 감시・단속  근로 등에 한 특례 

가. 근로기 법의 용제외 규정 

근로기 법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한 규정을 ‘감시 는 단속 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 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3조 제3호). 여기서 감시・단속  업

무란 주로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감시를 주된 업무로 하여 상 으로 정신

・육체  피로가 은 업무 는 기계고장수리 등 근로가 간헐 ・단속 으

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한다(근로기 법 시행규

칙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이에 따라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장근로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 이 지 되지 않고, 규칙

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근로기 법상 근로시간과 련한 보호 규정이 용되지 않음으로

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큰 향을 미친다.259) 그런데 

경비원, 건물 리원 등과 같은 감시・단속  업무에 고령자의 취업률이 상당

히 높기 때문에,260)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

258) 박종희・김미영・강선희・차동욱, 앞의 책, 167면, 176면.

259) 강성태,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

로”, 『동아법학』, 제52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854면.

260)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아파트 단지 경비원으로 취업중인 근로자 가운데 60대가 63%를 차지하고, 70대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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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부된다.   

나. 감시・단속  근로자에 한 보호의 필요성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 근로기 법상의 근로시간, 휴

게  휴일의 규정이 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업무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에 비해 상 으로 정신 ・육체  피로가 거나, 업무가 간헐 ・단속

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 많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감시・단속  근로의 특성상 업무가 간헐 이고 단속 으로 이루어진

다고 하더라도 근로 자체로 인한 피로와 스트 스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261)에 따르면 이러한 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정신 ・육체 으로 피로가 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시・단속  노인 근로자에 한 실태조사를 보면,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평균 근로시간은 61시간으로 1회 근무시 

18~20시간씩 주3~4회 근무형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부분 격일제 근로로 1회 근무시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고 경비업무 외에 분

리수거, 주차 리, 우편물 처리 등 다양한 부가업무를 수행한다고 하 다.262) 

이러한 실정에서, 실제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시・단속  업무의 

외  특성만 강조하여 근로기 법상의 특례를 용하는 것은 구체  타당성

을 결여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체 이고 면 한 실태조사를 통해 업무  직종의 분류를 보다 세

분화하여 근로기 법상 용제외 상으로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범 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감시・단속  근로의 경우 고

용노동부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 승인 여부에 한 기 이 되는 근로

감독  집부규정상 승인의 요건을 보다 세 하고 구체화하는 것도 요구된

11%에 이른다(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 2011.10., 2면).

261) 여기서 실태조사대상은 사실상 경비 및 당직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의 55세 이상의 

남녀 근로자를 말한다(이창배・이창한・정우일・오규철,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3).

262) 이창배・이창한・정우일・오규철, 위의 책, 29면, 103-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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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3) 그러나 궁극 으로는, 감시・단속  근로와 같이 비정기 이고 불규칙

한 형태의 노동도 통상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신체   정신  피로가 상당할 

수 있다는 , 휴게와 휴일 등의 보장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한 것으로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고령근로자

에게도 동일하게 용되어야 한다는 에서 근로기 법 제63조에서 감시・단

속직과 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최  근로시간의 

제한, 휴무일과 별도로 소정 근로일수에 따른 휴일  휴가의 부여 등 감시・

단속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제3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 제도로서 정년제의 향방

 

Ⅰ. 고령자 근로권의 에서 정년제의 타당성 

정년제 폐지가 응당 연령차별에 한 정답으로 보이지만 일정한 생활의 질을 

유지하면서 근로생활을 연장하기 한 고령자 근로권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해

법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연 수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빈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강화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종료를 더 용이하게 하

기 해 능력(업 ) 방식 는 다른 수단에 을 둘 경우 모든 근로자에 

한 고용보호가 약화될  험이 있다. 게다가 노동정책에서 공정성과 평등에 

한 우선 인 고려가 반드시 정년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264) 여기

서 추구되어야 하는 평등의 개념은 개인주의, 시장주도형, 신자유주의  근

이 아니라 사회 반 인 효율성에 기여하는 평등이 되어야 하고, 사회  연

와 응집을 한 방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265) 

263) 이창배・이창한・정우일・오규철, 위의 책, 169면.

264)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68.

265)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71.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는 공정과 

평등을 실현하고 연령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써, 비단 법과 권리에 의존하는 

것뿐 아니라 정의의 원리가 사회전체의 문화에 깊게 관통할 때만이 그러한 연대가 구현될 

수 있다고 한다(Julia J. A. Shaw・Hillary J. Shaw, “Recent Advancements in 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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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각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권리뿐 아니라 일정한 연령

에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권리’ 한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계속근로 

여부에 한 선택의 기회가 있는 한, 어느 정도의 사회  지 와 임 이 보장

되는 노동 계층의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 까지 계속하여 근로하기를 원

할 수 있을 것이나, 반면 육체  노동강도가 높고 상 으로 낮은 지 에 있

는 근로자의 경우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인생에서 진정한 휴식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고령근로자에게 정년은 곧 노동으로부터 완 한 휴식을 한 해

방구가 될 수 있다. 정년이 최소한 연 수 연령에 응한 사회  정년을 

제로 할 때, 정년연령까지의 근로는 연 수 을 한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

다.

   

Ⅱ. 연령차별 지원칙과 조화

정년연장의 궁극  단계가 정년제로부터 탈(脫)규범화이기보다 오히려 정년제

를 유지하는 것이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방책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연령차별의 문제와 조화를 모색하기 해 반드시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이 제

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년연령이 어도 연 수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연령차별을 최소화하기 해 퇴직시 에 한 근로자의 선택

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다. 구체 으로는 종 의 일률 의무제가 아니라 

컨 , 정년의 연령을 탄력 으로 운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른

바 ‘유연 퇴직제’로서, 연 수 연령 후 는 그 후의 일정한 범 를 퇴

직연령 로 정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연령에 퇴직할수록 높은 연  

증가율을 용하여 조기퇴직을 체하고 계속 근로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근로자 간에도 건강상태, 경력과 능력, 경제  책임 등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

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용되는 종 의 일률 정년제 신 개인의 

선택에 의한 퇴직제로 체하고 재정  인센티 를 제공하여 퇴직에 있어 선

Employment Law: Towards a Transformative Legal Formula for Preventing Workplace Ageism”,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iral Relations, Vol. 26(3), 

Kluwer Law International BV, 2010,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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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폭을 넓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제로서 유연 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연령까지 고용이 유지되어야 할 것, 유연 퇴직을 해 근로자가 진정한 선택

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266) 그 지 않으면 근로

자 지 나 상황에 따라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정년제 

폐지와 련하여 은퇴의 자유에 한 선택에서 지 한 문제 상황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컨 , 유연 퇴직제의 기회와 선택은 사회경제 으로 높은 지 에 

있고, 업무수행에서 보다 더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건강한 근로자에게 

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고령근로자는 불안정 고용에 따른 불안정한 

소득보다 안정된 연  소득을 해 조기 퇴직을 선호하게 될 수도 있다.267)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고령근로자에게 유연 

퇴직 조정 는 계속근로를 한 신청 내지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유연퇴직의 선택여부, 퇴직의 연령, 퇴직 시까지 

특정한 기간이나 특정한 시간 는 단축된 시간, 다른 직무로의 이동 등의 내

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일제 상시 고용을 근로 계의 표

으로 삼는 규범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방식으로 재개념화(re-conceptualisation)

한다. 한 노사 당사자의 요구를 모두 수렴하는 ‘ ’의 해법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268) 다만, 이 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 근로자의 범  내

지 요건, 사용자의 거부사유, 사용자의 거부에 한 근로자의 구제 등과 같은 

법  규정의 마련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참고할 만

한 유사한 제도로서, 앞서 살펴본 국의 정년제의 내용 가운데 정년연령에 

266) 유연 퇴직제의 방법론으로서 유연근로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

다. 즉, 근로자 계층이나 성과 같은 근로자의 특성이 어떠한 선택에 영향을 강한 영향을 준

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정도의 노동 사회적 지위에 있는 고령근로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

다는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가치있는 기술을 가지면서 중산계층인 고령

자 즉, 근로능력과 재정능력이 모두 갖춰진 고령근로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일 수 있다

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령근로자 간의 격차는 상당하기 때문이다. 유연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Alysia Blackham, “Rethinking Working Time to Support Older 

Worke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Labou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Vol. 

31(2), Kluwer Law International, 2015 참고.  

267) Raija Gould, “Choice or Chance-Late Retirement in Finland”, Social Policy & Society, Vol. 

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528.  

268)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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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계속근로요청권(Statutory right to request not to 

retire)이 있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평등(연령)규칙에 따르면, 근로자는 정

년연령 이후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계속근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요청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 규칙 제47조

에 따른 schedule 6에서 이와 같은 사용자의 고려의무에 해 일련의 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용자는 상 퇴직날짜로부터 최소한 6개월 

(최  12개월 )에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상되는 

퇴직 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schedule 6의 제2조). 근로 계 종료일의 14일 

까지도 알리지 않는 경우의 퇴직은 불공정한 해고로 간주되고, 통지 차를 불

이행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8주 여를 보상 으로 주어야 한다.269) 근

로자가 계속 근로를 요청할 경우(퇴직 상시기의 1년 부터 실제 퇴직일의 

6주 까지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와 이를 논의하기 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

고 회의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2주 이내로 알려야 한다(schedule 6의 제7조). 근

로자는 상퇴직시기와 계없이 회의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 근무할 수 있

다. 근로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부터 2주 내에 사용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schedule 6의 제7조). 

이러한 차는 퇴직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으로 사용자가 고용 행이나 근로환경이 고령근로자의 근로

에 합하도록 하는 등 객  정당화 과정을 통해 고령근로자의 계속근로가

능성을 높일 수 있다.270) 한 이로써 정년에서의 연령차별의 소지도 완화된

다. 

 

269) 조용만・김진・김태선,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2006, 91

면.

270) Simonetta Manfredi・Lucy Vickers, op. cit., p. 270; 조용만・김진・김태선, 위의 책,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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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년제와 근로조건의 변경 

  

제1  문제의 소재 

지 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 주로 이루어진 정년제가 당연 퇴직이라는 결과

에 방 을 두어 기업 내 인사쇄신  인건비 해소 등 기업 측면에서의 순기능

이 강조되고 있었다면, 고용보장과 존속을 목 으로 하는 고령자고용법의 60

세 정년 의무 규정이 용될 경우 더 이상 이와 같은 기능을 기 하기 어렵

다. 

동법 규정의 시행에 따라 결과 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

면, 기업 내 변동을 최소화하기 해 고령근로자에 한 임   인사제도 등

에 일정한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법 제19조의2는 정년연장제

도의 시행과 함께 임 체계의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기존 임 체계의 변경은 명약 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 계의 변동이 

정년 연장에 수반하여 이 진다는 제에서 볼 때, 이는 고용 존속과 상호

가 는 연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 고령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상당하다. 표 인 로서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임  조정  임 피크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년 의무 규정을 수하

기 한 근로 계의 존속이 근로권을 훼손하는 방식과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

다면,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거로 하는 정년제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다. 그

러므로 고령자고용법의 정년제가 구체 으로 개되는 양상을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에서 상정하고, 개별 쟁 에서 고령자 근로권이 확보되고 합법

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년 규정의 용을 둘러싼 이와 같은 불이익의 직  상은 종

에 기업에서 정한 정년연령에 해당하면서 60세까지의 고령근로자가 되겠지만, 

비단 이들에 해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근로자의 재

취업을 통해 근로 계의 성립과 존속이 상당기간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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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71) 재취업한 근로환경이 심 하게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

년 이후 고령자의 근로환경에 한 보호가 더욱 실하다. 특히 연 수 연령

에 도달하 으나 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령자의 경우 근로는 생계의 유지

를 한 것으로써 이들에 한 근로권의 보장은 박하기까지 하다. 한편으로, 

사용자가 연령이나 근속년수 등을 기 으로 후선배치와 같은 인사명령이 이루

어지며, 해고를 은폐하기 해 , 직 해제와 같은 인사명령이나 사직의 권

고 등으로 근로 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시도를 감행하는 것 등은 법정 정년연

령에 해당하는 고령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고령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

다. 그러므로 고령근로자의 근로 계 개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의 변경과 

련한 이하의 각 쟁 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상은 근로 계 존속 에 있는 

모든 고령근로자가 된다. 

제2  임 체계의 개편과 근로조건 변경법리 

    

Ⅰ. 임 체계개편의 의의 

1. 임 체계개편의 필요성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제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은 사용자에 

해 임 체계 개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 조항은 외형상 의무조항으로 규정

되어 있으나 어떠한 임 체계를 결정할 것인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

이고 법률로써 강제할 사항은 아니므로 이를 강행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노사가 자율 으로 임 체계개편을 하도록 하는 권장 ・선언 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272) 요컨 , 정년연장을 해 행의 임 체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271)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 실질은퇴연령은 남성 71.2세, 여성 67.9세로 정년 이후에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OECD 국가들의 실질 은퇴연령”,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09.7., 

85면). 이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바, 고령근로자의 근로권 보장은 

빈곤의 해소와 소득보장의 문제와 직결된다.  

272) 하갑래・최미나, 『60세 정년제와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정 쟁점사항 연구』,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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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인 요청을 입법으로 반 한 것이다. 따라서 임 체계개편 등 필요한 조

치는 노사자치에 임되어 있고, 그 구체 인 내용은 성과주의 임 체계, 직능

・직무  체계 는 이를 혼합한 임 체계 개편뿐 아니라 임 수 을 생산

성에 맞춰 조정하는 임 피크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임 피

크제는 재의 연공  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용 부담의 증 없이 정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방식이므로 60세 정년 의무규정의 용에 따라 기업의 충격을 완

화시켜주는 과도기  방안으로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273) 고령사회에 응하

는 근본 인 비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근로조건의 한 변경으로서 차  정당성의 요청 

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요한 요소의 하나인 임 에 한 변

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는 단체 약의 변경을 통해 근로자와 

새로운 근로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모

든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개편 는 도입에 있어 

근로자 간의 이해 계가 상충될 수 있다. 를 들어, 임 피크제의 경우 임

수 의 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용 상이 되는 고령근로자와 그 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근로자 간에 이해 계는 다를 수 있다. 한 임 피크

제는 임 을 감소시키는 신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므로 고용보장의 가

능성  정도에 따라서도 그 유불리에 한 단이 달라진다.  

이처럼 임 과 련한 새로운 제도의 설정은 개별근로자 는 상 근로자집

단에 따라 그 이해 계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행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

계약, 취업규칙 는 단체 약의 변경시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 매커니즘(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 차, 단체 약의 효력 등)에 의해 그 정당성이 담보되어

야 한다. 이 때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 자

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에서 원칙 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행

부, 2013, 83면. 

273) 박종희,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부 입장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제15호, 노동법실무학회, 20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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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근로 계 존속 의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개별 의사를 반 하기 어

렵다.274) 즉, 행법은 임 에 한 취업규칙 작성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면서, 

취업규칙과 단체 약을 통한 노사 당사자의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 법이 개

입하여 그러한 합의내용에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근로

계약의 변경만으로 임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실 으로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이와 같은 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취업규칙과 단

체 약 변경을 통해 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각각의 경우를 나 어 검

토한다. 

Ⅱ.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근로기 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는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집단에 

의한 결정 차를 정하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 규정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

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한다. 근로자집단으로부터 동의를 받

지 않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한 집단  결정시스템은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 으로 하

시키는 것을 방지함과 함께,275)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 법의 기본이념과 근

로조건의 노사 등결정 원칙이라는 규범  요청에 따른 것276)이다. 따라서 취

업규칙을 통해 기존의 임 체계를 변경하거나 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경우, 집단  변경 차에 따라야 한다. 이 때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요건인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임 체계개편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불이익한 변경에 한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의 범  

획정, 동의의 방법이 주된 문제가 된다.  

1. 불이익 변경의 해당 여부 

274) 이철수(2006), 앞의 논문, 28면. 

275) 이철수・김인재・강성태・김홍영・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2판, 58면. 

276) 정인섭,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의 방법”, 『노동법연구』제17호, 서울대학

교 노동법연구회, 2004,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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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이익변경 여부에 한 단  

불이익 변경에서 무엇이 불이익에 해당하는지에 해 근로기 법은 정하고 

있지 않고 례는 근로조건과 용 상자라는 두 가지 단기 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를 단함에 있어서 특정 근로조건 하나만

을 기 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 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사항을 종합 으

로 고려하여야 하고,277) 둘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

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으로 단하

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278) 

이러한 단기 에 따르면, 기존 취업규칙에서 연공 심의 임 제도를 성과

주의 임 제도로 변경할 경우 일부 근로자 는 부에게 임  감액의 불이익

이 발생한다면 그러한 임 체계의 개편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다. 한 기존의 취업규칙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면, 정년보장형 임 피크제의 도입은 가 계나 상

계를 이루는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

당한다. 기존의 취업규칙에 의할 경우 임 에 한 변경이 없이도 정년까지 

해당 근로자의 근로 계가 보장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형 임 피

크제의 도입으로 정년이 보장되더라도 임 피크 시 부터 정년까지 임  삭감

이 수반되고 나아가 직무내용, 직책 등의 변경에 따른 수당 등 복리후생  

신분 등의 처우 변동, 퇴직  수령액에서 불이익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279) 한편, 정년연장형 임 피크제의 경우 기존의 임 수 에 못 미치는 

임 을 지 받는 한편으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는 에서 그 불이익변경 

여부는 이와 수반하여 변동되는 기타 근로조건을 함께 검토하여 단되어야 

277)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42301 판

결. 

278)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279)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 470면. 취업규칙에서 정년보장

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본 판결로는 서울행정법원 2007. 

1. 23. 선고 2006구합28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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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용연장과 함께 임  하뿐 아니라 직무 환 는 직 의 변동을 수

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임  총액이 감액되더라도 정년연장

이 고령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에 한 단은 일률 으로 할 것

이 아니라 개개 사안별 구체 인 정황과 기업환경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의 용 문제 

법원 례는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는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그 필요성  내용에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

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  취업규칙의 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

 동의가 없더라도 외 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280) 

이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게 입게 되는 불

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

규칙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  등이 종

합 으로 고려된다고 한다.281)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제로 근로자의 동의를 

배제하는 것은 실질 으로 근로자로 하여  사용자의 일방 인 변경을 면허

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임 체계개편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요한 쟁 이 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었던 례에 비추어 볼 때, 임 체계를 개편하여

야 할 고도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변경되는 임 제도 자체가 합리 으로 설계

되고 하게 운 될 수 있으며, 불이익 완화를 한 상조치와 경과조치를 

취하는 경우와 같이 합리성 요건을 갖춘 경우 외 으로 불리한 변경의 효력

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82) 한 정부는 이와 련한 법원의 

280)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

결 등.

28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

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970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

214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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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활용하여 ‘취업규칙 해석  운 지침’을 마련283)하여 실무에서 일

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법원 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을 수용한 것은 근로자집단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에 해 효

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한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행법은 불이익 변경의 효력요건으로 집단  동의라는 차  정당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내용  정당화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  효력요건인 ‘집단  동의’를 해석을 통해 법규범

 요청이 없는 내용  정당화로 배제하는 것은 법률에 정면으로 되는 것

으로, 행법 규정상 수용될 여지는 없다. 학설에서도 일치하여 비 하고 있

다. 그 근거로는 근로기 법 제94조 1항 단서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284)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은 사용자의 일방  근로조건 형성권을 

가정하고 그에 응하는 권리남용론에 상당하는 것으로 그러한 가정은 근  

계약자유 원칙과 근로조건 노사 등의 결정원칙에 반하고 우리 명문규정에도 

반한다는 견해,285) 법률의 규정을 해석을 통해 배제하는 것으로 사법해석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견해286) 등을 들 수 있다. 

282) 이철수, “정년연장에 따른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 『정년 60세 시대: 법률적 쟁점과 기

업의 인사노무관리전략』, 2014년 3개 학술・연구단체 공동심포지엄(2014.1.22.) 자료발표

집, 91면. 

283) 고용노동부는 2016.1.22. 지침을 발표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① 취업규

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② 사용자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

과 정도, ③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사항, ⑤ 노동조합 등과 교섭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침은 같은 달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

침」, 2016.1.22., 35-49면). 이 지침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개편과 정년연장을 상호 대

가적 관계로 전제하고 있으나 고령자고용법상 임금체계개편 등의 규정은 정년연장에 수반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장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면한 정년연장을 임금체계개편의 대상수단으

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지침은 행정이 입법을 뛰어넘은 위법한 

해석을 한 것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

다.   

284) 김형배, 『노동법』제22판, 302면. 

285) 이철수, “취업규칙에 대한 판례법리와 문제점”, 『사법행정』제34권 8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1993, 21면.

286) 임종률, 『노동법』제13판, 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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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 , 임 체계변경 등의 경우에서 불이익 변경의 동의 차를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법원 한 이러한 을 인식하여 사회통

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려면 실질 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

어야 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명백히 불리한 것이라면 이를 제한

으로 엄격하게 해석・ 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287) 실제의 사

안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며 인정된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288) 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외의 경우를 일단 

인정하게 되면 노사 등의 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지 를 부여하게 되

어 언제든 사용자는 노사 갈등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출구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동의를 얻기 해 성실히 교섭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지와 노력은 상 으로 하될 수밖에 없고 이는 노사 자치  해

결을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결국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엄격하게 인정하

든 그 지 않든 허용하게 되는 순간부터 취업규칙 변경에서 요청되는 동의 

차는 그 의미가 바래지고 차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연장과 함께 임 체계개편 의무 규정의 이행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

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  불이익변경을 허용하

여서는 안 된다. 례와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진정 실한 것

이라면, 노사 간 합의의 과정이 진정성과 진지함을 제로 이루어지는 한 그

러한 사용자의 박함이 근로자집단에게 충분히 달될 수 있고 동의로 귀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사법과 행정은 이를 

수하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임무를 가질 뿐이다.     

287)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취업규칙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

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代償)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

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

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288)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

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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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의 주체와 방법의 정당성 

가. 동의의 주체 

동의의 주체와 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컨  임 피크제를 일정한 

연령층 는 일정한 직 의 근로자에 해서만 도입하는 경우 동의의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동의의 주체로서 근로자집단은 당해 사업장 내 과

반수 노동조합 는 근로자 과반수로, 여기서 ‘근로자의 과반수’는 그 사업 

는 사업장의 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기존의 근로조건 는 취업규

칙의 용을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289) 그런데 취

업규칙 불이익변경 법리를 통해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는 기득의 권리뿐 아

니라 장래에 발생할 권리에 해서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

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용을 받지 않지만 장래에 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

나 간 으로 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은 동의의 주체가 된다.290) 즉, 

취업규칙이 용되는 근로자 집단인지 여부는 직  는 간 , 잠재  

련성 여부로 단한다.291) 따라서 임 피크제를 일정한 연령층 는 일정한 

직 의 근로자에 해서만 도입하더라도, 그 도입 당시에는 용 상이 아니

나 연령의 증가 는 해당 직 으로의 이동 등에 따라 용가능성이 열려 있

으므로 사업장 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 연

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부분 청년층으로 재는 취업규칙

의 변경내용을 용받지 않더라도 그 변경이 장래에 발생할 권리가 된다면 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의의 주체와 련한  다른 문제는 불이익 변경 당시에는 과반수 노동조

합이나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되었다가 사후에 이를 소 하여 추인

28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29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291) 이철수・김인재・강성태・김홍영・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2판,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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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그 동의 주체가 구인가라는 것이다. 즉, 소 하는 추인의 주체가 불

이익 변경 당시의 근로자 가운데 소  동의 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의 과반

수로 조직된 조합 는 근로자 과반수인지, 아니면 소  추인을 할 당시의 

근로자 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 는 근로자의 과반수인지 문제이다. 

법원은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사후에 추인하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당시에는 존

재하지 않았다가 그 후에 설립되었다거나,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은 근로자

들  일부는 추인 당시 승진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을 상실한 상태

이고 실제 그 개정으로 불이익을 입는 근로자들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가  없다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소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하고,292) 설령 그 노동조합이 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 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추인 당

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 의하여 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시하 다.293) 즉, 소  동의를 할 당시의 체 근로

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는 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 주체가 된다

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법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집단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변경 후 취업한 신규 근로자에 해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

칙이 유효하게 용된다고 한다.294) 이에 따르면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임

체계가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변경된 임

체계가 용되지만, 그러한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 의 취업규칙이 그 로 용된다. 이 경우 변경

된 취업규칙의 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소 인 사후 동의를 할 상이나 이

해 계가 없다. 그 다면 불이익 변경의 소  추인에 한 동의의 주체를 

29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8870 판결.

29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294)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

결; 대법원 2003. 12. 18. 선고 2002다2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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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당시의 근로자집단으로 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당해 취업규칙과  이해 계가 없는 근로자들이 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노동조합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그 집단의 의사결정

으로 인해 이해 계가 있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에서 

용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례법리와 모순된다. 따라서 이미 변

경된 취업규칙의 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집단은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295) 그 다면, 임 체계변경 등에 한 소  추인의 동의 

주체는 임 체계를 변경하기 부터 소 인 사후 동의 시까지 근무하여 변

경  취업규칙의 용을 받고 있는 고령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의 주체가 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동의의 방법 

집단  동의의 방법의 유효성은 근로조건의 자유롭고 등한 결정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로 단되어야 한다. 집단  동의의 방법과 련한 결례를 

보면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고, 그 구체  방법으로

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필

요로 한다.296) 여기서 요한 것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

에서 체 근로자가 회합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자율 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체 인 의사가 수렴되어야 한다는 이다. 근로자로부터 개별 으로 얻은 

동의는 효력이 없다. 즉,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제안한 경우, 집단

 회의 방식을 통해 구체 으로 근로조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근로자 개인 

는 집단에게 어떠한 효과와 향을 미치는지, 불이익에 상응하는 반 부

가 있는지 등에 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집단 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97) 이는 취업규칙에 의한 

295) 노동법실무연구회, 앞의 책, 491면; 정진경,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노동법연구』제

13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2, 21면.  

296)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681판결. 



- 150 -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근로기 법의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보호의 원

칙  노사 등의 결정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298)

그러나 최근 례는 근로자들의 집단  동의방식에 한 엄격한 법리에서 벗

어나 완화된 기 에서 단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회의방법이 반

드시 한 사업 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

를 개최하는 방법뿐 아니라 한 사업 는 사업장의 기구별 는 단 부서별로 

각서를 회람시키고 근로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이

를 체 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고 

근로자의 자율 이고 집단  의사결정이 가능한 한 유효하다고 본다.299) 이 

때 사용자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는 근로자들이 자율 이고 집단 인 

의사결정을 해할 정도로 명시 는 묵시 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

우로 해석하고 사용자측이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다.300) 

임 체계개편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정년 규정의 용에 따라 그

와 같은 임 체계개편 등이 불가피하다는 실의 요청이 강조될 경우 례와 

같이 집단  동의방식이 완화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고령근로자 

등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에 해 사용자가 정년까지의 존속을 제로 

임 체계개편을 상호 가로 하는 취지의 설명으로 해당 고령근로자로 하여  

동의를 강요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동의서 회람 등의 방식을 유효한 동의방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들 간의 의사교환 차를 락한 채 근로자 개인

의 찬반이라는 개별  의사표시로 치환시킴으로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한 근로기 법의 명문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301) 보다 근본 으로는 노

297) 정인섭, 앞의 논문, 309면.

298)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1378 판결.

299)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판결 등 모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안에서 동의의 방법으로 예외없이 인용되는 법리이

다.  

30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8322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490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

3236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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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의 결정 원칙을 잠탈・훼손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

상 요청되는 임 체계개편 의무는 고령근로자의 정년 존속과 련하여 이루어

지는 불이익 변경이라는 에서 세  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동의 주

체가 되는 근로자집단이 회의 방식을 통해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하는 

과정은 불필요한 노노간 립을 해소하고 실질 으로 노사 등의 원칙을 실

하는 데 상당히 요하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서의 동의 방법은 

사용자의 개입・간섭의 배제, 체 근로자의 회합이라는 집단성  근로자 상

호간 의견 교환이라는 민주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Ⅲ. 단체 약 변경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 체계의 개편은 단체 약의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

하다. 그런데 이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단체 약보다 유리한 경우 어

떤 것이 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경우 제도의 도

입이 곧바로 용되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고령근로자와의 이

익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한 약 자치의 

한계 문제와 련된다. 한편 복수노조를 제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불리한 

임 체계개편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 약의 효력이 확장된 경우 소수조합에도 

확장될 수 있는지 그 효력 확장의 범 가 문제된다. 이에 해 각각 단체 약

의 불이익 변경의 한계 는 약자치의 한계에 한 논의와 단체 약의 효력 

확장 범 의 두 가지 논의로 나 어 검토해본다. 

1. 단체 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의 한계 

가. 불이익 변경의 허용 여부 

단체 약은 약 당사자 사이의 타 의 산물이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은 

301) 정인섭, 앞의 논문, 323면.



- 152 -

장기  차원에서 악할 필요가 있으며, 약 당사자들은 변화된 경제 ・경

상 상황에 합하게 근로조건을 용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근로조

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범  효

력을 갖는다.302) 례 한 “ 약 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

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약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

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 약이 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 을 벗어

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하여 사

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 약이 

히 합리성을 결하 는지 여부는 단체 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 , 당시 사

용자측의 경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해야 할 것이다”303)고 하여 

종 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 약도 규범  효력을 갖는다고 본

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 으로 하는 이상, 단체

약에 의해 종 의 근로조건을 인하한다는 것은 외 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외는 엄격하고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용과의 계 

임 체계개편 등으로 단체 약이 종 의 임  산정 기 보다 하회하게 된 경

우, 이러한 단체 약 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범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와 연 된다. 그러나 이에 하여 입장의 립이 심각하고 

례도 확립되어 있지 않다.304)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개별 근로계약의 내

용이 단체 약이 정한 근로조건 기 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302) 임종률, 『노동법』제13판, 153면; 김형배, 『노동법』제22판, 933면. 

303)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757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ﾠ2011. 7. 28.ﾠ선고ﾠ2009두7790ﾠ판결.

304) 이철수(2006), 앞의 논문, 28면.



- 153 -

약에서 정한 기 보다 우선한다는 것으로,305) 그 효력에 해 학설의 견해가 

나뉘어 있다. 정설306)을 취하면 단체 약에 의해 근로계약의 유리한 근로조

건을 하시킬 수 없다. 즉 고령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하여 합의한 

내용  유리한 내용을 정한 부분은 단체 약의 규범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 그러한 한도에서 약자치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부정설307)의 경우 근

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단체 약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

게 되므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약자치의 한계가 될 수 없다. 행 노동

조합  노동 계조정법상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과 련하여 독일과 같은 명

문의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 우리나라의 기업별 단체 약은 산업별 최

기 을 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부의 종업원에게 용되는 표  노동조건

을 설정한 것이라는 , 노동조합의 가입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계약의 자유

를 일정한 범 에서 제한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라면 노동조합

의 집단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 유리원칙을 인정할 경우 사용자에 근로

자와의 개별 교섭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기능을 침해하

는 부당노동행 를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이를 부정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단체 약에서 정한 기

보다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단체 약의 기 이 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원칙 으로 단체 약을 체결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

원에게 용되는 것이고,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지 않다. 컨 , 단체 약

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 임 피크제를 도입하 으나 고령근로자가 일

정 직  이상의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여 비조합원인 경우 

그러한 단체 약의 내용이 해당 고령근로자에게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

해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주체가 되므로 임 체

계를 개편하는 단체 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취업규칙도 함께 변경된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308) 그 결과 비조합

305) 임종률, 『노동법』제13판, 152면. 

306) 김형배, 『노동법』제22판, 896-898면.

307) 김유성, 『노동법 I』, 190면; 임종률, 『노동법』제13판, 152면. 

30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0516,30523,30530,30547(병합)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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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고령근로자에 해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용되므로, 결국 과

반수 노조가 단체 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유리원칙의 용 여부와 계없이 

단체 약에서 정한 기 이 용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단체 약의 체결을 통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의 근로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유형으로, 해당 근로자집단의 의사가 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해당 

고령근로자의 의사가 반 될 통로는 원천 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에 비하여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의 이해 계를 반 할 수 있는 수

단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 표가 되는 노동조합 내부에 근로자

들의 민주  통제방안도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309) 그 결과 노동조합

에 속하지 않은 고령근로자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직  그 향을 받게 됨에

도 불구하고 과반수 조합의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이 체결한 불이익한 내용의 단체 약 결과를 그 로 수인할 수밖에 없다. 그

러나 근로조건의 노사 등결정의 원칙에 따를 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을 강조하여 보면 근로자의 의사는 사용자에 

해서 뿐 아니라 근로자를 표하는 근로자집단에 해서도 자유로이 반 되

어야 한다. 따라서 고령근로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집단  이해 계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고려가 요구된다.310) 한 과반

수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 변경에 한 근로자 표로서의 지 를 가

진다는 에서 조합원뿐 아니라 체 근로자들의 총의를 반 하여야 할 책무

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컨 , 과반수 

노동조합 내 고충처리제도의 도입, 근로자에 한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확  용(노동조합의 권리남용 지, 근로자의 이해를 공정하게 표할 의무) 

등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309) 강성태,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법학논총』제28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7, 452-453면.

310) 과반수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지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 도재형 교수는 한국의 근로자 

이익대표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통합적이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도재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및 서면합의제도”, 

『노동법학』제37호, 한국노동법학회, 2011,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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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노조에 한 지역  구속력의 효력확장  

단체 약의 효력은 약 당사자  그 구성원에 해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

이지만 「노동조합  노동 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약과 직  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 해서도 

규범  효력에 한하여 그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일반  구

속력 제도와 지역  구속력 제도가 있다. 이 가운데 지역  구속력 제도는 하

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 약

의 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 청은 당해 단체 약의 당사자의 방 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 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

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하여도 당해 단체 약을 

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노조법 제36조 제1항). 지역

 구속력 제도의 경우 정년연장에 수반한 임 피크제의 도입 등 불이익한 근

로조건 설정을 포함하는 단체 약이 해당 지역 내 소수조합의 조합원에 해 

확장 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해 학설은 주로 확장 용부정

설311)과 제한  확장 용설( 충설)로 나타난다.312) 자의 입장에 따르면 단

체 약의 일반  구속력 제도는 비조합원에 하여 단체 약을 확장 용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것이고, 이미 단체 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는 단체행동권의 향유를 제한하려는 데 있

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단 의 일반  구속력제도는 용될 수 없고 따라서 조

합 간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의 견해는 제도의 취지를 미조

직 근로자의 보호와 다수조합이 체결한 단체 약의 사회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주목하여 소수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소수조합에 해 확장

용 된다고 본다. 례는 “노동조합법 제36조가 규정한 지역단 의 일반  구

속력 제도의 목 을 어떠한 것으로 악하건 노동조합이 독자 으로 단체교섭

311) 김형배, 『노동법』제22판, 927면; 임종률, 『노동법』제13판, 175면. 

312) 김유성, 『노동법 I』, 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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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약 외의 노동조합

이 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용받고 있는 단체 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지하

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313)이라고 하여 제한  확정 용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314) 

그러나 지역  구속력에 따르면 소수노조가 별도의 단체 약을 체결하고 있

지 않은 한 다수노조의 단체 약이 용되지만 소수노조가 이에 만족하지 않

으면 보다 유리한 단체 약을 체결하기 하여 단체교섭이나 쟁의행 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게 되면 단체 약의 당사자인 다수조합과 사용자의 의사와 

계없이 소수조합에게만 유리한 근로조건을 선택 으로 보장하게 되어 다수

조합에 비해 소수조합이 단체교섭상 유리한 법  지 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315) 한 소수조합에게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이 보장됨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체 약 체결을 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여 있지 않는 시 에서, 다수조합의 단체 약의 확장 용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단체교섭권의 방기를 의미하고 헌법상 단결권보장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316) 따라서 소수조합에 해서는 그 유불리에 계

없이 단체 약의 효력이 확장 용되지 않고 독자의 단체 약이 용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31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314) 다만, 이 사건 원심판결(부산지법 1992. 8. 12. 선고 91노2411 판결)에서는 지역적 구속

력제도의 취지를 일정 지역 내 모든 동종사업장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사

업장 사이의 부당경쟁을 막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지역적으로 실현하고 협약체결에 관

여치 않은 노조나 사업장까지 모두 협약의 효력범위내로 강제포섭함으로써 사회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의 단체협약에 대해 지역적 

구속력 결정 공고가 있은 후에는 지역 내 모든 단위노조에 확장적용된다고 보아 확장적용긍

정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315) 임종률, 『노동법』제13판, 175면. 

316) 国武 輝久, “定年延長と労働条件の変更―青森銀行事件・第四銀行事件をめぐって”, 『季刊

労働法』141号, 総合労働研究所, 1986,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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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근로 계 개과정에서의 변동과 정당성 여부 

Ⅰ. 문제의 제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정해진 근로계약의 내용도 차후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변

경될 수 있다. 컨 , 인력의 재 소 배치, 인사교류를 통한 사업 운 의 

효율증  등을 목 으로 정기  인사이동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317) 이러한 차원에서 당장의 정년연장에 수

반하여 고령근로자에 해 배치 환 는 , 강등, 기발령, 휴직 등이 이

루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인사명령이 임 의 삭감, 근로장소의 변경

과 같은 불이익뿐 아니라 근로 계의 종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사명령으로서 폭넓게 허용되고 나아가 고령근로자에 한 고용조정을 한 수

단이나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용된다는 이다. 이 게 되면 사용자의 인사

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고령근로자로서는 그 불이익을 감내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고령자의 고용을 태롭게 하여 근로유지권  

근로환경권과 같은 고령자 근로권을 약화시키는 은 말할 것이 없다. 그러므

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한 행 정당성 단 구조의 재고, 징계로의 해당 

여부, 근로 계 종료와의 상 성 하에서 해고의 정당성 단 등 고령근로자에

게 이 지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다각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 

이와 련하여 고령근로자의 근로 계에서 구체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별하고 각각을 검토한다.  

Ⅱ. 고령자에 한 후선배치의 정당성

1. 문제의 지   

317) 김유성, 『노동법Ⅰ』,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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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심의 고연령・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

하기 한 목 으로 고령의 성과자들에 해 임 삭감 등 근로조건 하가 

수반되는 후선배치의 인사처분을 하고 퇴직  감액 등의 압력을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제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후선배치의 인

사처분 이 에 명 퇴직을 우선 권고하고 이에 불응한 자를 상으로 후선배

치가 이 진다는 에서 경 상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역이더라도 엄격한 해고제한의 

규제없이 고비용의 고령근로자 는 고령의 성과자를 후선배치 상자로 선

정하여 직에서 배제하거나 퇴직하도록 할 수 있다는 에서 문제가 있

다.318) 그러나 직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의 범 를 범 하게 인정하는 한

편 근로자의 불이익에 해 상 으로 엄격히 해석하는 행의 례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로 고령근로자를 상으로 이 지는 후선배치와 같은 불이익

한 인사명령에 한 정당성이 부정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후선배치의 

상자 선정의 주된 기 으로 고임 , 근속년수, 성과 등이 용되는데,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용 상이 되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할 소

지가 있다. 이를테면, 고임 이나 근속년수는 연령과 직  련되는 요소는 아

니나 우리나라의 지배 인 연공서열식 임 체계 하에서는 연령과 한 연

성을 가지므로 간  연령차별이 문제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토 로 할 때, 고령근로자를 주된 용 상으로 하는 

후선배치의 정당성과 련하여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후선배치와 같은 처분의 정당성 단기 에 한 문제이다. 둘째, 

후선배치 사유와 련한 것으로 특히 고령근로자로서 성과자에 한 문제이

다. 셋째, 후선배치 상자 선정기 에서 연령차별의 문제이다. 

2. 후선배치에 한 정당성 단

318) 김진, “상시적 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금융기관 ‘후선발령’의 정당성”,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사법발전재단, 2011, 33면.



- 159 -

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은 사용자의 인사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내용이나 근로의 장소 등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319) 후선배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의 종류나 내용 는 장소, 임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상의 조치라는 에서 직에 해당한다. 그런데 후선배치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그 법 성격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이에 해 종래 법원 례는 직발령 등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직명령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여 노동력을 재배

치하는 등 그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 것으로 근로기 법에서 정하

고 있는 ‘감  기타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직과 징계를 구별하

다.320) 한 업무실 이 부진한 은행 직원들을 ‘역직  운 기 ’에 따라 

임 이 삭감되는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사건에서 이러한 보명령은 사실상

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하 다.321) 이러한 례의 연장

선상에서 사고자  징계자 가운데 업배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

원을 상으로 이루어진 업무지원역 발령을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단하 다.322) 직처분이든 징계처분이든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기 해서는 

근로기 법상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에서 동일함

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삼는 이유는 법

원이 각각의 경우에 한 정당성을 단함에 있어 다른 기 을 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에서 례는 징계처분인 경우 징계양정이 과 한지 면

히 검토하여 권한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를 정당한 이

유로 하여 그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등 정당성 여부를 엄격히 단

319) 임종률, 『노동법』제13판, 492면. 

320) 대법원ﾠ2009. 3. 26.ﾠ선고ﾠ2007다54498,54504ﾠ판결.

321)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9188 판결. 

32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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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에 인사처분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강조하고 업무상 필요

성을 쉽게 인정하면서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은 엄격하게 해석하

여 양자 간 비교형량할 때 권한 남용에 이르지 않는다고 단하는 경향이 있

다.323) 그러므로 사용자의 후선배치가 일상 인 인사명령이 아니라 징계처분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단은 매우 요하다. 후선배치를 취업규칙 등에서 징

계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인사처분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자

의 으로 정한 것이므로 형식  규정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후선배치

가 이 진 경 나 실질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하

여야 한다.324) 즉, 후선배치가 고령근로자의 사유에 기해 불이익을 주는 성격

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징계로서 과 한지를 단하여

야 한다. 

나. 직의 법리에 따른 실질  단

례에서와 같이 후선배치를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으로 보면서 직으로

서 정당한지 여부를 단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단이 권리남용으로 이루어져

서는 안 된다.325) 후선배치는 단순히 직무 는 직 가 변경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인 감 이나 정직보다 경제  불이익이 크고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제시되어 향후 추가 으로 불이익이 더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해고에 이르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326) 직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을 

완화하여 리 인정하거나 는 범 한 인사권 행사로 단할 경우 당해 고

령근로자의 지 는 태로워진다. 

따라서 사용자의 후선배치와 같이 고령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래하여 근로

323) 김홍영, “감봉 징계처분과 아울러 후선발령인 업무지원역 발령이 내려진 경우의 정당성”, 

『계간 조정과 심판』제53호, 중앙노동위원회, 2013, 43면.

324) 김홍영, 앞의 논문, 44면.

325)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가 권리남용법리를 원용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김진, 앞의 논문, 44-46면; 이우진, “전직의 개념과 정당성”, 『대구법학』제

5호,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313-315면 참고.

326) 김홍영,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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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종료와 같은 한 변화를 래하는 처분에 있어서 단순히 사용자의 업

무상 필요성 내지 권리남용의 기 에 따라 그 정당성이 단되어서는 안 되

고, 당해 후선배치가 이루어지게 된 사용자의 동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차를 통해 결정되는지 등 실체 ・ 차  단이 면 히 이루어져야 한

다.327) 구체 으로, 후선배치에 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련하여 구체 이고 

실질 인 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상의 필요는 조직 등의 개편을 통한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 체 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경 능률의 증 , 부서 

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  원활화 등의 포 ・종합 인 목 뿐만 아니라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

인 운 을 한 보나 직도 포함된다.328) 특히, 후선배치가 사직을 유도

하는 것이 아닌지에 해 면 히 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령이 사실상 고

령근로자로 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압박하여 해고제한의 규제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필요성은 극

으로 부정되어야 한다.329) 그리고 고령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서도 실질 인 단이 필요하다. 직에서 고려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직 그 자체로 인한 직   일반 인 불이익뿐 아니라 직명령으로 인해 

간   개인 으로 발생하는 특별한 불이익이다.330) 컨 , 생활근거로지

의 이탈을 가져오는 후선배치의 경우 은 연령에 비해 고령근로자에게 상

으로 불이익의 정도가 클 수 있다. 

3. 고령근로자로서 성과자의 단기 에 한 검토

가. 성과에 한 평가의 가능성   

327) 김교숙, “경영상 이유로 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월간 노

동법률』192호, 중앙경제사, 2007, 103면.

32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329) 김홍영, 앞의 논문, 46면.

330) 김홍영, 앞의 논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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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선배치가 이루어지는 구체  사유는 주로 성과와 고연령이다.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업무능력이 하 는 상실된다는 사회  편견에 기 할 때, 고

령근로자는 성과자의 핵심에 놓여있고 후선배치의 직  상이 된다. 

성과자에 한 후선배치는 이후 해고와 긴 한 연 성을 갖게 된다. 기업 경

쟁이 심화되면서 근로자의 개인  능력을 평가하여 근로 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향은 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해고에 한 노사

정 합의(2015.9.13.)에서 발되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정인사 지

침”(2016.1.22.)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331) 그러나 성과자라는 개념이 사용

자의 주  단에 기인할 여지가 상당하여 성과자에 한 인사명령이 자

의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에서 매우 논쟁 이다. 

가장 근원 인 문제는 성과라는 것이 과연 근로계약에서 평가될 수 있는가

라는 이다.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의무로부터 근로의 질을 도출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332) 근로계약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는 근로제공

의 의무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333) 근로자로

서는 그러한 상태에서 기계 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근로 활동’에 주된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일정한 

목 이나 성과의 실 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334) 따라서 성과 자

331)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노사정 합의에서는 향후 이에 관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되 그 전까지 법과 판례에 따라 일반해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

도록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대해 노동계는 ‘쉬운 해고의 도입’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

하였고, 여론에서도 찬반양론이 뜨겁게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 22일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명목으로 ‘공정인사 지

침’을 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에서는 저성과에 대한 일반해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

제는 이제 가부(可否)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처럼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에서 해고는 정당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상 일반해고, 통상해고 등 어떠한 유형 

또는 명칭의 해고라도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침은 법률이 정한 바 없는 저성과

나 근무성적 불량과 같은 사유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입법의 권한을 넘은 해석

으로 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근로조건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

할 것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고제한은 근로보호 가운데 임

금 등과 함께 핵심적 요소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후 보루가 된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근로자를 경쟁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것으로, 노사

정 합의에서부터 그 시간의 흐름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     

332) 김성진,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노동법의 대응”, 『노동법학』제3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9, 83면. 

333) 임종률, 『노동법』제13판, 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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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근로자에 한 불이익한 인사 명령의 직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에 한 사용 험부담을 지게 되고 

이로부터 근로자의 성과 요인을 탐색하여 성과로부터 근로자를 해소하여

야 할 차  책무를 부담한다. 례에서 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성

을 가지기 해서는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로 해고 이

에 직무재배치, 근로환경의 조성 등 해고회피의무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시335)한 것은 이러한 취지를 반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성과 그 

자체가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무 부진을 개선할 

기회가 보장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

회통념상 근로 계를 존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당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제공에 한 평가를 통해 조한 근무성

을 보인 고령근로자를 성과자로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요컨 , 고령근로자의 성과 문제는 근로 계의 성질상 근로의 질을 도출할 

수 없다는 에서 해고 등의 근거가 될 수 없는 , 이는 경  과정에서 사용

자가 필연 으로 가지게 되는 험부담으로서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근원 인 에서 비 으로 보아야 한다. 그 지 않고 성과 

평가기 이나 방식과 같은 논의에 집 되면 성과에 한 해고 등이 가능한 

것을 제로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어들게 된다. 성과 자체에 한 해고 

등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해고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 확인되지 않은 채 이러한 논의의 개는 결국 고용의 보호의 측면에서 고

령자 근로권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근로권에 한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 

334) 동일한 취지로, 근로의 의무는 물건이 아니므로 엄밀하게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근로계약

이 통상 불확정 근로의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근로의무를 민법상 종류채무(불특정 채무)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무는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채무

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취지에 맞게 근로를 제공하는 ‘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근로의무의 

이행기준을 확정할 수 없다. 나아가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사용자의 부정확한 판단으로 말

미암아 실제 근로의무의 질에 괴리가 존재하는 점, 근로제공의 결과와 근로자의 능력의 관

련성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는 점도 근로의무의 이행기준을 확정할 수 없는 근거로 들고 

있다(김성진(2009), 앞의 논문, 86면).

335) 대법원 2012. 5. 29. 선고 2011두4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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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고 등이 가능한 근무성  불량의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성과 고령근로자를 분류하여 일정한 인사명령

을 하는 경우, 근로제공에 한 평가의 객 성  고령근로자가 불이익을 받

을만한 정도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과 여부에 한 단으로,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실 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 으로 다소 낮은 정도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직 와 보수에 비

추어 볼 때 일반 으로 기 되는 최 한의 실 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근

무성  불량의 단기 으로 삼고 있다.336) 이 때 주요한 문제는 해당 고령근

로자에게 일반 으로 기 되는 최 한의 실 을 산정함에 있어 기 이 무엇인

가일 것이다. 일정한 성과물을 제공하는 도 계약과 달리 근로계약은 근로제

공 그 자체를 목 으로 하므로 작업성과의 양이나 질을 구체 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결국 목표가 되는 근로의 범 와 품질은 해당 직무에 하여 합리

인 수 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 ’에 의해 결정된다.337) 그리고 이러한 

기 에 미치지 못하고 하자있는 부나 불완 한 부를 제공할 경우 일응 

성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정한 기  내지 목표가 

실 ・합리 이어야 할 것이 반드시 제되어야 한다. 요컨 , 고령근로자가 

달성하여야 할 일정한 기 이나 목표는 분명히 정해져야 하고, 그 정해진 목

표는 고령근로자가 실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 지 않고 사용자가 고령근

로자가 실화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수행자격이나 업무성과를 요구하고 그

에 미달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뿐 아니라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

리한 결과를 래하는 간 차별에도 해당될 수 있다. 한 고령근로자가 처한 

업무배치가 구조 으로 공정해야 한다. 그 지 못할 경우 업무에 따른 성취도 

차이의 평가에 이러한 상황을 반 하여야 한다.338) 고령근로자에게 목표를 달

성하기 어려운 후선으로 발령을 하여 업무 성취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33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337) 박지순, “지속적인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연구”, 『계

간 조정과 심판』제43호, 중앙노동위원회, 2010, 18면.

338) 김성진(2009), 앞의 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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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성과자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와 결부된 인사명

령 는 해고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해서는 별도의 단을 요한다. 

성과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문제되기 해서는 고령근로자의 능력이나 업무

격성이 결여된 사실 자체보다 그 ‘정도’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고령근로자 개인의 부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가 실제 제공

한 부가 채무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

는지 는 고령근로자의 성과를 비교할 비교 상근로자 그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한 규범기 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가 아니라 비교 상에 

따른 상  평가일 경우, 그러한 비교집단에는 항상 하  성과자와 상  성

과자가 있고 상 의 고성과자 그룹에서는 하 에 속하지만  그룹에서는 

평균 이상의 성과자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무성 이 최하 에 속하는 

근로자가 필연 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고령근로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청년층 근로자 집단 는 체 근로자 집단을 비교 상으로 하여 

결과 으로 고령근로자의 업무성과가 하 를 기록하여 해고에 이르게 될 경우 

연령에 근거한 간 차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근무성 이 상 으

로 낮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339) 따라서 비

교 상 집단은 근로자가 동종 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의 

수행에 부과된 요구사항이 서로 비교가능한 경우에만 동일한 비교 상 집단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업무능력 내지 격성은 근로자의 유책한 비

행 와 같은 돌발 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근로자의 실 의 하락은 일시 이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하여야 

하고, 객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다. 성과 고령근로자에 한 불이익의 정당성 

성과의 평가가 객 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단지 조하다

339) 이철수・김인재・강성태・김홍영・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2판,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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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객  요건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지 해당 고령근로자

에게 책임을 추궁할 노동법상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340) 고

령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 이를테면 본래 근로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가

령(加齡)에 따라 정신 ・신체  능력의 하가 근로능력의 하로 이어진 경

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해고의 경우 엄격한 정당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즉, 고령근로자가 성과가 부진하여 해고하고자 한다면, 

해당 고령근로자에게 직무 부진을 개선할 기회를 보장하고,341)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에 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 계를 존속할 수 없

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으로, 성과의 문제는 사용자가 기업경 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취득하

는 가로 부담하여야 할 험 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도 있다.342) 성과

가 조한 고령근로자를 어떻게 근로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사용자의 경 능력

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그에 따른 험을 사용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

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사용자가 성과의 고령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자

신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가하는 것으로 정의의 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

지 않다. 

4. 연령차별의 에서 후선배치 상자 선정기 의 타당성 

법원이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명령의 상자 선정의 공정성  합리성을 

단함에 있어 연령차별의 은 반 되어 있지 않다. 즉, 만 55세를 기 으로 

후선배치 발령한 사안에서 “은행의 경 상황, 인 구성 개선 등 역직  인사

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그러한 보발령이 특정 근로자에 한 

퇴직강요나 불이익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구조를 개선하여 

340) 김성진(2009), 앞의 논문, 96면.

341) 해당 고령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근로자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경우 적정한 배치전환이나 적성검사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월한 업무를 부

여하여야 한다(김성진(2009), 앞의 논문, 96면).

342) 김성진(2009), 앞의 논문, 96면. 



- 167 -

체 근로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이며, 재 리 시행되고 있는 임

피크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아도 연령을 기 으로 후선배치한 것이 비합리

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임 삭감의 불이익도 인사권의 재량을 

부정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연령 기 에 따른 후선배치를 

유효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343) 유사한 취지로 직 별 근속년수를 후선발

령 상자의 요한 선정기 으로 한 데 해 “원고 은행은 노동조합과 사이

에 직 별 근속년수를 후선발령 상자 선정기 으로 합의한 , 후선발령의 

목 이 연공서열 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 개선과 조직 경쟁력 강화에 

있는 을 감안하면, 장기승격 락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후선

발령 상자로 선정하는  기 이 나이나 근속기간이 많은 직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하여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 근무평정은 

직원 간 그 수 차이가 고 평정자의 주 인 향을 받을 수 있어서 단순

히 근무평정 수만을 선정기 으로 할 경우 평가의 실효성, 객 성을 담보하

기 어렵다는 단하에 직 별 근속년수를 선정기 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 략)… 정당한 인사권의 범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법하다”고 단한 바 있다.344) 그러나 연령차별 지법리 하에서 연령이나 연

령과 련된 요소를 후선배치와 같이 불이익한 인사명령의 상자 선정기 으

로 삼는 것은 연령차별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정될 수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따라 다른 요소들에 한 고려 없이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후선

배치의 우선  용 상이 되는 것은 직 인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쟁 이 되는 부분은, 근속년수와 그에 따른 고임  등 연령 자체와는 구별되

는 요소이나 연령과 매우 한 연 성을 가지는 요소를 기 으로 삼는 경우 

연령차별로 볼 수 있을지 여부이다. 이는 간 차별과 련된다. 고령자고용법

은 직 차별과 함께 간 차별도 지되는 연령차별로 규율하고 있다. 간 차

별이 성립하기 해서는 연령 외의 기  즉, 립  기 을 사용함으로써 표

면상으로는 차별이 없어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 연령집단의 구성원이 상 으

343)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다109761 판결. 

34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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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결과  불이익이 존재하며, 립  기 의 

용이 정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345) 이 요건에 비춰볼 때 근속기간이

나 고임  등의 기 의 용으로 말미암아 고령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래

하는 것은 명약 화하므로, 주된 쟁 은 연령과 련된 기 의 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된다. 

차별의 정당성 여부는 목 과 수단 양자의 측면에서 단되어야 한다. 립

 기 은 정당한 목 을 달성하기 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목 과의 

계에서 수단은 목 을 달성하기 해 필요하고 한 것이어야 한다.346) 

상기 례는 고임 , 근속년수 등을 후선배치 상자 선정 기 으로 삼은 데 

해 정당성이 인정되는 근거로서 고연령  고비용의 인력구조 개선과 조직 

경쟁력 강화와 같은 사용자의 경 상 필요성을 들고 있다. 한 연령이나 근

속년수가 드러나는 표지로 인해 근무평정과 같이 주 성이 개입될 수 있는 내

부  기 보다 오히려 객 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

유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근속년수와 연령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제2호는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 이나 

임  외의 품  복리후생에서 합리 인 차등을 두는 것을 연령차별의 외

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속년수에 따른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연령차별로 단정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연공서열형 임 체계가 지배 인 우리나라

에서 양자의 계는 매우 한 련을 갖고 있고, 근속년수와 같이 고령근

로자의 노력에 따른 변경 내지 개선이 불가능한 생래 인 요소로서 이로 인해 

고령근로자가 불이익한 인사명령을 수인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  처우

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비용의 인력구조개선

이 요구된다면 사용자의 자구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고령근

로자에게 그 책임을 가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 이 목  달성

을 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비용 감은 정당한 목 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고임 , 근속년수 등 연령과 련있는 요소를 기 으

345)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2008, 253면. 

346)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2008, 258-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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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후선배치에 해서는 연령차별의 에서 부정 으로 해석되어야 한

다.   

Ⅲ. 고령자에 한 과 고용보장의 상 성 

1. 고령자에 한 의 특징

은 근로자가 원래의 기업에서 타 기업으로 옮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인사처분으로, 긴 한 력 계에 있는 기업 간 는 모자기업 간에 인사이동

을 해 주로 이 진다. 은 원 사용자와의 근로 계가 소멸되고 근로제공

의 상 방이 변경되므로 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

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

력이 생긴다.347)  

고령근로자의 에서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명령이 단순히 계열 기

업 상호간의 인사교류나 업무제휴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잉여인력의 처리 

등을 해 이루어져 고용조정 수단으로 리 활용된다는 데 있다.  이후 

근로 계는 오로지 이 하게 된 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르고 원 사용자와의 근

로 계는 원칙 으로 단 되므로, 원 사용자의 입장에서 은 고령근로자에 

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한 례는 근로자의 동의를 의 유효요건

으로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기업 그룹 내의 다른 계열 회사로의 에 하여 

근로자의 포  사  동의도 인정하고 있어,348) 직의 동의 요건이 실질

으로 형해화될 험이 있다.  

2.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과 의 고용보장  기능의 한계 

347)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등. 

34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6. 20. 선고 2007구합

46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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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한 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이 진 것이라면 

유효성이 인정될 것이나,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의무 규정에 따라 정년연

장의 수단으로서 이 진 경우라면 달리 단될 수 있다. 은 원 사용자와

의 근로 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고용보장의 기능은 상실된다. 따라서 60세

까지 정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일정 연령의 근로자에 해 고용계

속의 합의 수단으로서 을 실시할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

다. 이와 련하여 일본은 종 의 사용자와의 긴 성, 고용계속의 계성이라

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고용확보조치의 일환으로 동일 기업 그룹이나 자회사

로의 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349) 그러나 종 의 사업주와의 결합

을 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지 는 원 사업주로의 복귀를 제로 하고 있지 않

고 종 의 사용자와 근로 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련회사로의 이라는 

형태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용보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을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보장 내지 정년연장의 

방법으로 직  용하는 데에는 신 하여야 한다. 

한편, 은 노무지휘권 귀속의 변경뿐 아니라 직무내용  근로장소의 변

경을 가져오고 나아가 해당 근로자의 가정생활, 직장  지역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생활 반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가 고령근로자

에게 특유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래도록 생활해 온 지역 사회에서 노후생

활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있어서 정년 이 에 이 가져오는 불이익은 다른 

연령 의 근로자에 비해 상 으로 상당할 수 있다. 례에서 제시하는 근로

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와 강도는 고령근로자와 그 외의 다른 연령계층

의 근로자가 다를 수 있다. 일정 지역에서의 인간 계  생활 계를 근 로 

하는 고령근로자에게 노후의 생활설계를 무 뜨리는 것과 같은  는 정

349) ＮＴＴ西日本 事件・大阪地 2009. 3. 25. 労判 1004-118, 大阪高 2009. 11. 27. 労判 

1004-112, 徳島地 2009. 2. 13. 労判 1007-45. 이 사건은 지역통신사업을 하는 피고 회

사가 51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자회사에 전적하여 계속 고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기업에서 60세까지 근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후자를 택한 원고들을 60세 도

달한 때 퇴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때 관련회사로의 전적이 고연법상 계속고용제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종전의 사업주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계속고용이

라는 요건을 구비하면 계속고용제도로서 고용확보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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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은 경우에 따라 퇴직강요의 성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연장의 수단으로서의 은 그 남용방지를 해 실질 으로 규

제될 필요가 있다. 경제  효율에 따른 고용개념의 확 ( 견,  등)는 고

령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하뿐 아니라 고용보장에 을 가져올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당해 의 정당성 여부와 련하여, 할 회사의 실체와 

원 사용자와의 경제 ・조직  동일성 여부 등을 단하고(제3자인 회사의 실

체에 한 규제), 노동조합 는 과반수 표와의 노사간 정 체결을 제로 

하고, 정의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하며, 최종 으로 근로

자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동의요건의 규제) 그 규제의 방법을 구체

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Ⅳ. 직 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에 한 정당성 단기 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고령근로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직 해

제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직 해제는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

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방하기 해 일

시 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 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잠정 인 조치를 의미한다.350) 그런데 직 해제는 고령근로자의 

직 가 박탈되는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 승 , 보수 지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나아가 보명령, 경 상 해고 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조항이 

용되어 근로 계의 종료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결국, 직 해제로 고령근로자

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직  박탈에서부터 근로 계의 종료까지 단계 으로 

이행될 수 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단체 약 등에 직 해제를 받은 경우 일

350)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대법원 2004. 10.2 8. 선고 2003두6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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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직 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직 해제는 해고를 회피하면서도 결과 으로 직

해제 기간 이후 사용자가 자의 으로 직 를 부여하지 않고 당연퇴직 되도록 

함으로써 해고의 효과를 얻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351) 이 경우 고령

근로자는 근로기 법상 해고제한의 보호로부터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2. 직 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의 정당성 단기

과거에 법원은 직 해제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그에 이은 퇴직처리의 정

당성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352) 이에 따르면 “일단 직 해제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 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 를 부여하여야 할 사

정이 있음에도 합리 인 이유 없이 직 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경우

가 아닌 한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다”고 하 다.353) 즉,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를 직 해제의 정

당성 유무와 연결하여 당연퇴직의 정당성 유무를 그에 선행한 직 해제의 정

당성 단에 종속시키고, 당연퇴직의 정당성은 권리남용의 여부로 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당연퇴직이 유효하게 되는 범 가 해고의 정당성 단에 의

할 경우에 비해 부당하게 확 된다.354)  

그러나 최근에는 직 해제와 그에 따른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를 보다 면

히 구분하여 단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된다. 즉, 해당 사안에서 정당한 직

해제를 제로 이어진 당연퇴직을 실질  해고로 보고 그러한 당연퇴직의 정

35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편저,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개정3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6, 235면.

35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 도재형,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판결”, 『강원법학』제1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4, 71면 

이하; 김성진, “대기발령의 법적성질과 정당성”, 『노동법학』제26권, 한국노동법학회, 2008, 

229면 이하 참고. 

35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354) 도재형(2004), 앞의 논문,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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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이 인정되기 해서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는 등과 같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로써 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 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   담당직무의 내용, 비 행 의 동기와 경 , 이로 인하

여 기업의 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단하여야 한다고 본

다.355) 이와 같은 례법리에 따를 때 고령근로자에 한 직 해제에 따른 당

연퇴직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 에 부합하여야 한다. 

첫째, 당연퇴직의 정당성의 제로서 선행된 직 해제가 정당하여야 한다. 직

해제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면 당연퇴직 시 에서 다른 사유와 함께 해고

의 정당성을 단할 사유가 없는 한, 당연퇴직 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다.356) 둘째, 직 해제의 사유가 일정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여야 한다.357) 직 해제의 사유가 소멸하 음에도 단지 일정한 기

간의 경과만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셋째, 당연퇴직의 실질이 해고이므로 그 자체로서 실질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당연퇴직의 시 에서 직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해소될 개연성이 없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용자가 해당 고령근로자와 근로

계를 지속  함이 히 부당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넷

째, 당연퇴직을 해고로 악할 때 그에 한 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358) 따라서 해당 차를 수하여야 하며, 이를 흠결한 경우 당해 당연퇴

직은 무효가 된다.359) 다만, 례는 당연퇴직을 징계처분과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당연퇴직을 함에 있어서 징계 차를 수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360) 그러나 당연퇴직이 직 해제를 거친 해고인 이상 고령근로자에게 불

35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356)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357)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358) 김성진(2008), 앞의 논문, 249면.

359)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판결.

36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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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처분으로서, 당사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차  정의가 당

연히 요구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361)

제4  단시간 근로의 환에 따른 논의  

Ⅰ. 문제의 소재 

단시간 근로는 주로 사용자의 경비 감 는 경 상 편의에 따라 활용되어 

일시 -비자발  근로형태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임 , 열악한 근로조건 

등과 같은 소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부정  이미지가 강하다. 한 단시간 

근로에 한 행법상 문제, 컨  단시간 근로자의 용범 , 차별  처우, 

구제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 되고 있어 단시간 근로의 극  활용이 용이하

지 않다.362) 특히 통상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의 환은 소득의 감소를 수반하

기 때문에 실 으로 특정한 목 을 한 경우가 아닌 한 단시간 근로의 

환이 보편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단시간 

근로로의 환은 고령자 고용 증진에 유용한 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정부는 2012년에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고

령자고용법 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기업이 경험과 직무능력을 갖춘 고령자의 계속고용으로 훈련비 

감  생산성 감소를 방지할 수 있게 하고, 근로자는 진  은퇴를 통해 고

용안정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열악한 일자리로의 락을 방지하는 데 있다.36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36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170면; 김성진(2008), 앞의 논문, 249면. 

362) 이와 관련하여 현행 단시간근로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논문으로 이승욱, “단시

간근로 규제의 문제점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제5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49면 이하 참조.

363) 이 개정법률안은 2012.10.29. 국회에 제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2323))되었으나 2015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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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 고령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환은 고령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

지 않고 은퇴로의 연착륙을 한 진  퇴직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의 상실없

이 여가・문화생활 단계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 다는 , 고령자의 단  

퇴직이 갖는 문제 , 컨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업

무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경험과 직무능력에 한 훈련비용을 약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어려움

을 일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주로 단순노무직이어서 기존의 

업무와 단 되어 경험 는 능력의 지속성 내지 연계성을 갖는 일자리가 아니

라는 을 극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극 인 의미를 가진다. 정규직의 신

분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고용유지 차원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 도 있다. 한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소득이 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단시간근로를 통해 같

은 일자리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나눔(job sharing)을 

통한 극  고용정책 수단으로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시간 근

로를 통한 고용기회의 제공  고용의 유지는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에 부합하

는 것으로서 정 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에 한 이러한 청사진들은 단시간 근로로의 자발  선

택, 정임 의 보장, 차별의 지 등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제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한 60세 정년 의무 규정에 따라 정년까

지 고용이 보장되는 통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단시간 근로가 보장되

지 않는 단시간 근로로의 환은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로서 연령차별에 해당

할 수 있다. 요컨 , 단시간 근로 제도를 통해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실 하기 

해서는 고용환경권이 실질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즉, 단시간 근로에 종사

하게 될 고령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환에 따른 근로환경의 보호를 해 i) 

단시간 근로의 자발  선택에 한 요건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의 청구와 ii) 단

시간 근로조건의 보장  통상 근로자와의 차별의 방 등의 사항을 주의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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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 근로시간 단축과 련한 제 법령의 규정 

행법상 통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 해서는 법 소정의 사유

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는 근로자에게 근

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법과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자의 방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의 2와 같은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364)과 「근로기 법」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365)이 있다. 후

자의 경우로, 산업안 보건법은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을 유지

하기 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366) 기간제법은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367)  

2. 단시간 근로 환에 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의 내용 

364)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

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65) 근로기준법 제74조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

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할 수 있다.

36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

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

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67) 기간제법 제7조 ②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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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3에서 고령근로자의 단시간근로 환과 련

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사업장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장년368)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 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

거나 정상 인 사업 운 에 한 지장을 래하는 등에는 외를 인정한다

(안 제18조의2).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 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단시

간 근로 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 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조건과 련한 

분쟁을 방한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 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

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 으로 운 한다(안 제18조의3).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시행을 유인하기 해 근

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의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 

해 지원 을 지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

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 의 일부를 지

원한다(안 제14조). 

3. 독일과 랑스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와 단시간근로의 환 

      

가. 근로시간 단축의 청구 

1)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 

독일의 단시간 근로시간제에서 가장 특징 인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으로, 이는 「단시간  기간제근로

에 한 법률」(Gesetz über Teilzeitarbeit und befristete Arbeitsverträge: TzBfG)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369)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주체는 15인 이상의 근로

368) 장년은 고령자라는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안 제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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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

는 감독  지 에 있는 근로자  지도  지 에 있는 자, 기간제・단시간 근

로자 등 모든 근로자가 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의 방법  차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 단축과 

단축의 범 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까지 요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근로자는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배분방법에 한 의견을 함께 제

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 3개월의 기간은 사용자로 하여  당해 근로자

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소 내 조직  작업의 흐름에 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단축된 근로시간을 보충할 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370)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한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에 한 합

의를 하여 근로자와 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시한 근로시간

의 배분에 한 제안을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근로자에 의한 근

로시간 단축청구권에 해 사용자의 항수단으로서, 경 상의 이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거부할 수 있다(제4항). 동 조항 제2문은 사용자

의 거부사유로서 경 상의 이유를 구체 으로 시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의 

단축이 사업 내 조직, 작업진행 는 안 을 본질 으로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 근로시간 단축의 거부사유

는 단체 약으로도 정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거부하는 

구체  이유를 사 에 단체 약으로 정해놓음으로써 각 산업부문의 특유한 사

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71)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에서  다른 특징은 사용자가 정해진 기

간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근로시간 단

축 청구의 내용이 의제된다는 것이다(제5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

시간의 단축  배분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를 근로시

369) 이 법의 원문과 번역은 김기선・박수근・강성태・김근주 편역, 『독일노동법전』, 한국노

동연구원, 2013, 805면 이하를 참고하였다. 

370) 川田知子, “ドイツ”(パートタイム労働の法制度), 『海外労働時報』増刊号 No. 331, 日本

労働研究機構, 2002, 27면.

371) 川田知子, 위의 논문,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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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날의 1월 까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에 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 거

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단축개시일 이  1개월 까지 사용자가 서면으로 거부

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범 로 단축된다(제5항 제2문). 

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배분에 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의 배분방법에 한 수용여부를 근로시간의 단축을 원하는 

날의 1개월 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근로시

간의 배분방법이 수용된 것으로 본다(제5항 제3문).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

한 근로시간 단축청구를 시에 거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된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

축 청구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72) 다만,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배분방법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이익보다 이의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이익이 히 크고, 이를 근로자에게 1개월

까지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제3문 는 제3항 제2문에 의한 근로시간의 배분

에 한 합의를 변경할 수 있다(제5항 제4문). 즉, 근로시간 분배의 변경에 따

른 경 상 이익이 정해진 분배를 유지함에 따른 근로자의 이익을 히 상회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합의하 거나 는 의제된 근로시간의 분배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분배의 변경에 따른 경 상 이

익과 그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히 상회한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

다.373) 

2) 랑스의 단시간근로 환

랑스에서 단시간근로는 소  비 형 고용이라고 하는 기간제 근로나 견

근로와 그 법규제의 내용이나 지 가 구별된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견근로는 불안정노동으로서 외 인 고용형태로 그 이용이 제한 인데 

반해, 단시간근로는 선택  근로시간의 한 형태로 구분되고 원칙 으로 근로

372) 川田知子, 위의 논문, 27-28면.

373) 川田知子, 위의 논문,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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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해 자발 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된다.374) 단

시간근로에 한 시행요건은 「노동법 」(Code du travail)에 명문화되어 있다. 

노동법 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를 실시하기 한 요건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에 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 제한은 없고 차  요건만을 규율

하고 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를 실시하기 해서는 확장 용되는 산업부문

별 단체 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 약, 사업 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단

체 약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단체 약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L.3123-2조). 이 때 단체 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업 원회로부터, 기업

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 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15일 이

내에 노동감독 에게 송부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 원회나 종업원 표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자의 제안 는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노동

감독 에게 통지한 다음 실시할 수 있다(L.3123-2조). 사용자는 어도 연1회 

기업 원회 는 기업 원회가 없는 경우 종업원 표와 이를 의하여야 한

다(L.3123-3조). 한편, 단시간근로의 실시는 이와 같은 단체 약이나 근로자

표와 같은 집단  청구뿐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청구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그 방법에 해서는 단체 약 는 단체 약이 없는 경우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먼  단체 약에 의한 경우 산업부문 는 기업 단 의 단체 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단시간 근로로의 환을 청구하는 방법, 사용자가 그에 

회답하는 기간,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객  이유, 

동일 사업소 는 사업 내에서 풀타임 근로자가 트타임 근로자로 환하는 

방법(그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을 명기하여야 한다(L.3123-5조). 용될 수 있

는 단체 약이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로의 환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 환을 희망하는 6개월 까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이에 

해 사용자는 3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로는 공석의 결여, 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기업의 생산이나 양호한 운

에 어떠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간 

374) 川口美貴, “フランス”(パートタイム労働の法制度), 『海外労働時報』増刊号 No. 331, 日本

労働研究機構, 2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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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단시간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L.3123-6조). 단시간 근로와 일제 근로

의 환을 용이하게 하기 한 특별 규정으로 단시간 근로에의 환을 희망하

는 일제 근로자 는 일제 근로의 환을 희망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 내 는 당해 기업 내에 그 직무 는 업종의 고용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사용자는 고용 환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해 부합하는 공석 리스트

를 제공하여야 한다(L.3123-8조). 

 

나. 진  퇴직을 한 단시간근로의 환 

단시간 근로의 환은 모든 근로자를 상으로 하지만, 특정한 목 을 한 

특별한 형태의 단시간근로 환 제도도 있다. 이른바 진  퇴직제도(phased 

retirement, gradual retirement system)로, 고령근로자가 종  근로시간을 단계

으로 단축하는 방법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는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충해 주는 제도이다.375) 이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 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는 연 보험으로부터 일정한 

보조 이 지 된다는 특징이 있다.376) 동 제도는 스웨덴에서 1976년 최 로 

도입한 이래 재 유럽연합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1) 진  퇴직제도의 의의  특징 

유럽연합에 따르면 진  퇴직제도는 ⅰ) 고령계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그들의 사회  고립과 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고, ⅱ) 고

령계층의 장기근로를 유인하여 기업 내 숙련된 기술을 유지하고 그러한 기술

을 은 근로자에게 수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ⅲ) 

고령사회에서 상되는 연 재정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수

단이 될 수 있고, ⅳ) 고령근로자의 조기퇴직문제(특히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375) 이정우, “독일 점진적 퇴직제도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및 사회정책에서의 시사점”, 『한

국사회』제12집 제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1, 137면.

376) 최강식・김동배・문무기, 『고령자 점진적 퇴직 모형 및 사례 연구』, 고용노동부, 2011, 

9면. 유럽 국가의 점진적 퇴직제도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9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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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377)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  퇴직제도의 공통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진  퇴직제도의 제조건으로서 먼 , 용 상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

거나 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체로 퇴직연령에 가까운 자가 된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기간은 일반 으로 5년 정도가 된다.378) 이 제도를 

용받기 한  다른 제조건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하여야 하고 그 기

간 동안 일정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  퇴직제도는 

근로자의 자발  의사에 따라 선택되고, 사용자와의 개별  합의를 통해 시행

된다.379) 일단 제도의 용을 받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의 방법이나 정도는 국가별로 제도가 설계된 내용에 따

라 는 당사자 간 개별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 으로 통상 근로

시간의 25%~75%의 범 에서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 진다.380) 다만, 독일의 경

우 근로시간의 단축은 통상 근로시간의 50%로 정해져 있다.381)  

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이 제도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는, 어든 근로시간

에 따라 감소한 임 에 해 보충  지원을 받는다는 이다. 이는 일반 인 

단시간근로  단축과 구별되는 요한 요소이다. 지원 은 실업 여와 같은 고

용보험의 형태로 는 부분연 으로 지 될 수 있고, 아니면 양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지 될 수도 있다.382) 

2) 독일과 랑스의 제도 개   

377) Euronline, "Progressive retirement in Europe", 2001.9.18. (최종방문일: 2016.1.27.) 

    (http://www.eurofound.europa.eu/observatories/eurwork/comparative-information/progressive-retirement-

     in-europe) 

378) 스웨덴은 61세부터 적용되어 퇴직연령인 67세까지, 스페인은 60세부터 65세까지, 독일의 

경우 55세부터 65세까지, 덴마크의 경우 60세부터 65세까지, 프랑스는 점진적 퇴직의 형태

에 따라 구분되는데 55세 또는 60세부터 퇴직연령까지 적용된다(Euronline, Ibid., Table. 5.).

379) Euronline, Ibid.

380) Euronline, Ibid.

381) 독일 『고령단시간근로법』제2조 제3항은 단축된 근로시간은 합의된 전체 기간 내에 있

는 6년을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 주당 근로시간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

로 정하고 있다.

382) Euronline,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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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제정된 독일의 「고령단시간근로법」(Altersteilzeitgesetz)은 고령근로자

가 소득생활에서 연 수 생활로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제1조 제1항). 이를 해 동법은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에게 근로

시간 단축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실업자의 고용을 가

능하게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일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조 을 지

하고 있다. 

구체 으로, 근로자 측 요건은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로서, 연 지 개시까

지의 사이에 근로시간을 종 의 근로시간의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하고 사회

법  제3편에 의한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단시간근로

를 개시하기 5년 이내 최소한 1,080일 이상 사회보험의무가 있는 고용에 종사

한 자이여야 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사용자 측의 요건으로, 사용자는 단체

약, 근로자 표와의 합의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든 통상임 의 최

소 20%의 액을 근로자에게 지 하고 통상임 의 80%에 해당하는 법정 연

보험 을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한 고령근로자의 단시간근로를 계

기로 실업 여 수 자 는 직업훈련생을 채용한 경우, 통상 50인 이하의 근

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이와 같은 요건

을 갖추게 되면 사용자는 의 추가 부담한 액을 환 받을 수 있고, 이는 

최  6년간 이루어진다(제4조). 

랑스 「사회보장법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은 직업생활에서 은퇴로

의 원활한 이행을 목 으로 하는 단시간 근로제도로서 단계  은퇴제도

(Retraite progressive)를 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단시간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

가 동일한 사용자 하에서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면서 노령연 의 일부를 수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383) 단계  은퇴제도의 요건으로서 ① 당해 근로자가 

사회보장법이 정한 일반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것, ② 노령연 을 수령하는 연

령(60세)에 도달할 것, ③ 노령연 을 수 하는 데 필요한 보험기간(150분기)을 

충족할 것(사회보장법  R.351-39조), ④ 오직 하나의 직업활동을 할 것, ⑤ 단

시간 근로를 할 것이다(사회보장법  L.351-15조, R.351-40조).384) 단시간 근로

383) 川口美貴, 앞의 논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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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바로 연  수 을 청구하고 단계  은퇴제도의 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일제 근로자가 이 제도를 용받기 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단축

된 근로시간은 일제 근로시간의 최소 40% 이상 최  80% 이하여야 한다(사

회보장법  R.351-41조). 술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그 노령연 의 일부

를 수 한다. 부분연 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고 완 연

과의 비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부분연 은 요건을 충족한 단시간 근로가 

이 지는 기간 동안 지 된다.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일시 으로 그만둔 후

에 다시 근로하게 되는 경우, 그 근로자가 그 완 연 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부분연 의 지 이 정지되고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사회보장법  L.351-16

조). 근로자가 최종 으로 직업생활로부터 완 히 은퇴하는 경우 부분연 은 

완 연 으로 체되고, 그 근로자가 일제 근로를 다시 시작하거나 는 다

른 단시간 근로를 동시에 하는 경우 부분연  지 은 정지된다(사회보장법  

L.351-16조). 

 

3) 진  퇴직제도의 한계 

부분 유럽국가에서 진  퇴직제도와 조기퇴직제도의 계는 매우 강하

다. 통상, 진  퇴직은 조기퇴직에 한 규정의 일부이거나 조기퇴직제도의 

수정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를 들어 독일의 경우 진  퇴직제도

는 55세 이상의 근로자부터 용가능하고 공  지원 은 최  6년까지 지 가

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61세에 퇴직할 수 있지만 개 

단체 약에서 ‘블럭모델’(3년은 일제 근로, 3년은 휴직)을 정하고 있으므

로 결과 으로 휴직 개시와 함께 조기은퇴로 이어지게 된다는 비 이 제기된

다.385) 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진  퇴직제도는 그 이용률이 높지 않다. 

동 제도가 일정한 연령 이상의 자에 해서만 용될 수 있고, 조기퇴직제도

와 함께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는 차선책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

으며, 연 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는 부분의 회원국들은 조

384) 川口美貴, 앞의 논문, 13면.

385) 조성혜, “독일의 고령자 고용촉진법제”, 『노동법학』제29호, 한국노동법학회, 2009, 29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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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퇴직을 통해 연 수 을 완 히 지 받는 액수가 진  퇴직을 통해 부분

연 액으로 수령하는 액수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조기퇴직제도에 한 선

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진  퇴직제도는 부분 공식 인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이 에 시행되는 조기퇴직형 제도로 주로 나타난다.386) 

요컨 , 고령근로자들의 근로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조기퇴직으로 인한 연 재

정의 부담으로부터 안정화를 도모하기 하고자 하는 목 이 강조된다는 것이

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진  퇴직제도의 주요 목 이 정년 이후의 고용

연장에 있다기보다는 조기퇴직의 방지에 있다는 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

재정의 불안정  고령근로자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문제가 계속되는 한, 이

와 같은 진  퇴직제도는 조기퇴직의 부정  측면과 동일한 향을 가져오

게 된다.  

4.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한 검토 

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인정 여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통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 근로 계의 존

속 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근로조건 변경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로, 이는 경력단  방, 일・생활의 양립 등 직업생활과 개인의 다양한 수요

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트타임 일자리의 활성화라는 목 에 부합한다. 

최근 재논의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입법 논의387)에서도 단시간 근로 확  방안

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극 으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시간제에

서 일제로, 일제에서 시간제로의 환이 가능한 방향 환청구권의 보

386) Euronline, Ibid.

387) 2011년 6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

여 입법예고했으나(고용노동부 공고 제2011-162호) 국회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2013년 정

부가 주요 국정과제로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2014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관한 입법방안을 재논의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입법안 이후부터 단시간 근로를 

시간제 또는 시간선택제 근로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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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시간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평가되

기도 한다.388)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유의미하고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부여는 앞서 본 정

부안과 같이 고령자고용법에서 고령자에게 별도의 요건을 두어 용하기보다 

모든 근로자에게 용되는 보편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 행법상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이 일정 범주의 근로자(임신, 육아 등의 필

요가 있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에 해 그 사유와 방법 등을 제한하여 

부분 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에 비춰볼 때 고령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의 형

평성이나 여타의 법률과의 정합성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한편으로, 고령근로자에 해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실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안 제2조 제1호는 행의 고령자  

고령자 개념을 ‘장년’으로 통합하여 장년의 개념을 ① 50세 이상 65세 미

만인 자  ② 65세 이상인 자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자로 정의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자는 장년에 해당하는 50세 이

상인 근로자가 된다. 그러나 장년이라는 범주에 같이 해당하더라도 50   

65세 미만의 근로자와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한 인식은 크

게 다를 수 있다. 60세 정년 의무 규정이 용되면 통상 근로자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인 인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단시간 근로로의 환을 굳이 고려할 가능성은 크지 않

다. 이 경우 오히려 단시간 근로의 환은 60세 정년까지 고령근로자의 고용

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수단으로서 활용될 여지가 더 크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보면 50 에 자녀의 고등교육  결

혼 등으로 지출수요가 큰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감소를 수반하는 단시간 근로

로의 환을 근로자가 자발 으로 활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다.389) 한 201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일제 희망비 이 어들

고 시간제 희망비 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388) 장지연, “시간선택제 입법방안 간담회 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 47면. 

389) 김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이슈와 논

점』제55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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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59세의 연령  임 근로자  시간제 근로 희망자는 21.5%, 60~64세는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90)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50

세 이상의 자부터 60   반까지의 고령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 청

구권을 극 으로 행사할 것으로 기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 

환 청구권은 다양한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용

되는 권리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별개로 고령근로자에 한 별도

의 요건을 두어 용할 것은 아니다.  

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요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에 하여서는 행의 기간제법을 개정하거나, 재 논

의되고 있는 것처럼 단시간 근로 보호에 한 부분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근로자에게 부

여하게 되면 사용자는 인력운 의 방법  업무의 내용 등을 근본 으로 변경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청구권의 인정여부  범 와 요건을 둘러

싸고 다양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391)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성격

(신청권인지 청구권인지),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청구 사유를 제한할 것인

지 여부) 등을 정하여야 한다. 한 단시간 근로 환 여부, 기산 , 근로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이와 련한 분쟁을 사 에 방지하기 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의 방법  차, 컨 , 그 신청기한, 서면신청방식, 신청 시 기재

사항, 근로자의 신청에 한 사용자의 수락여부 내지 거부사유  답변 기한 

등 차와 방법이 구체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

390) <연령계층별 희망 일자리 형태>                                          (단위: %)

구  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일제 78.5 73.5 62.0 47.9 38.5

시간제 21.5 26.5 38.0 52.1 61.4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보도자료(2012.7.19.), “201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8면. 

391) 박지순, “단시간근로의 입법정책적 과제”, 『노동법포럼』제12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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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보호하기 해 단시간 근로 환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 임  등 근로조

건과 복리후생 등에 한 내용이 단체 약, 취업규칙 는 근로계약 등에 명

시될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진  퇴직제도의 고려

고령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환으로서는 진  퇴직제도를 별도로 강구해 

직하다. 고령근로자에 한 진  퇴직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의

미하다. 

노령연  수 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최

종 으로 65세가 된다(즉, 2017년까지 61세, 2021년까지 62세, 2025년까지 63

세, 2029년까지 64세,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이에 따라 2017년부터  사

업장에 60세 정년의무가 용되더라도 정년연령과 노령연  수 연령에는 1년

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392) 한 베이비붐 세 의 퇴직과 함께 노령연

수 인구가 속히 늘어나면서 연 재정의 기에 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해 행의 연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연 개 과 

상호연계 된 고용정책 방안으로써 진  퇴직제도가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으로 연 이 소득상실을 보 해주는 소득 체  기능을 하게 되어 개인

의 근로동기를 제한할 수 있는 데 반해, 진  퇴직제도는 단시간근로 등으

로 인해 임 소득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보완해  수 있는 소

득보충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근로유인에 정 인 작용을 하는 고용친화  

제도로 인식된다.393) 나아가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한 노동의 상실에 직면하지 

않고 신체  부담없이 일과 사회  소속감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392) 물론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

우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나, 연금재정의 안정과 고령자의 계속근로 유인을 위한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방하

남・강석훈・신동균・안종범・이정우・권문일,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한국

노동연구원, 2009 참고).

393) 이병운,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로유인 효과 제고방안”, 『노동법논

총』제19호, 비교노동법학회, 2010, 346면; 방하남 외 5인, 앞의 책, 43-44면; 고용노동부, 

『사회보험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분석』, 20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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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진  퇴직제도는 시기별 배치방식에 따라 조기퇴직형 진  퇴직제도와 

고용연장형 진  퇴직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해 각각 다음과 같

은 순기능이 소개되고 있다. 자의 경우, 공식  퇴직연령 이 에 고령근로자

들이 진 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어든 근로시간만큼 인

력공 이 경감되어 고용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한편으로 근로시간 단축

을 통해 확보된 유휴의 일자리를 은 계층의 고용기회로 제공될 수 있다. 후

자는, 고령근로자의 신체  능력이나 선호에 합한 근로시간이나 근로모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개인의 근로활동 주기를 연장하고 사회 으로 노동인력의 증 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394) 

그러나 고령자 고용시장의 불안 상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상되는 상황

에서 진  퇴직제도가 자의 경우와 같이 퇴직연령 이 의 일정 시 부터 

시작될 경우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형태의 조기퇴직의 경로로 활용

될 우려가 있다. 한 진  퇴직으로 말미암아 실제 정년이 정년  일정한 

연령으로 고착화되고, 고령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화’될 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의 근로생활 은퇴를 진 으로 이행시켜 고령근로자로 하

여  계속 근로를 보장하는 한편으로 고령자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연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목 을 실 하기 해서는, 고용연장형 진  퇴직제도로

서 실질 인 진  퇴직 이행시기를 정년 후 60세 이후 는 정년 이후부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진  퇴직의 이행기간, 비용부담의 주체

(보 방식), 소득보 의 수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95) 아울러 제도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해 고령

근로자의 신체  여건이나 선호에 합한 직종의 개발, 단시간 일자리의 충분

한 공  등과 같이 사회 반 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94) 이정우(2011), 앞의 논문, 141-142면. 

395)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이정우, “활기찬 노령사회를 위한 사

회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제22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 23면 이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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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시간 근로 환에 따른 법  문제

1. 단시간 근로자 문제 

가. 문제의 상황 

단시간 근로자는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 법 제18조 제3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

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체 임  근로자 가운데 

8.6%(223만6천명)인데, 이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9.2%(154만8천명)로 

남성에 비해 우세하다.396) 한편,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를 보면 1~17시간 근로

한 단시간 근로자가 36시간 미만 근로자(712만9천명)의 약 19%(135만8천명)에 

해당하고, 이  여성이 약 63%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397) 단시간 근

로  단시간 근로는 곧 여성 근로자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단시간 근로는 주로 20 와 60  이상의 근로자의 비 이 

높은 편인데, 20 의 경우 남녀의 비 이 비슷하나 60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약 2배 가까이 많다. 한 여성 내에서도 60  이 까지는 단시간 근

로자의 수가 비슷하다가 60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고령화와 근로형태 

환이 하게 연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98) 단시간 근로는 주로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에 집 되어 있고, 이를 직업별로 보면 부분 단순노무종사

자와 서비스・ 매종사자에 해당한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사유로 가장 

396) 통계청 보도자료(2015.11.4.),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 10면. (여기서 구성비는 필자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다.)

397) 2015.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성/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자료(http://kosis.kr/) 참고. 

사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  

398) 이는 2015.8.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근로형태별 취업자)에 따른 것으로, 

60세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는 665명인데, 이 중 남성은 229명, 여성은 436명으로 나타났

다. 또한 여성의 경우 10대를 제외하고 20~50대까지 각각 231명, 203명, 298명, 289명으

로 고르게 분포하나 60세 이상에서 43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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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꼽힌 것은 비자발  사유 가운데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

서’(67.1%),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해서’(16%)의 순으

로 나타났다.399)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단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주

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비자발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들의 부분이 ‘고령의 여성 근로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

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서는 근로기 법상 유 휴일, 연차유 휴가 제도가 

용되지 않으므로(법 제18조), 이들 근로자는 유 휴일, 연차휴가 등에 한 

미 용을 이유로 차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자퇴직 여보장법상 퇴직 여제도의 의무  용 상이 아니다(법 제4조 제1

항). 한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 상에서 제외되고(법 제10조 제2호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

으며(법 제6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제2호), 국민연

법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4호)(이 경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

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범 를 기 으로 규정

된 단시간 근로자에 해서는 노동 계법과 사회보장법의 용이 범 하

게 배제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단시간 근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

는 고령자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호, 정임 의 보장, 근로환경의 

보호 등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노동 계법으로부터 배제의 부당성 

단시간 근로자에 한 이와 같은 용 배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강한 의

문이 제기된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의 범 를 형식 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심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  과근로나 비공식  과

근로를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 으로 이들에 한 보호의 사각지 가 

399) 통계청 보도자료(2015.11.4.), 앞의 자료,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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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업무 양과 강도가 통상근로 

는 단시간근로에 해당하는 정도의 압축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

는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 으로 단시간근로자 여

부를 단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으로 사실상 통상 근로자와 비슷하거나 비슷

한 정도의 노동을 함에도 통상 근로자 수 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른바 ‘유사 단시간근로자’를 양산한다.400) 한 휴일  연차유 휴가는 근

로자의 휴식권이라는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근로조건으로 단시간 근로

자도 이를 향유할 권리와 필요성이 존재한다. 퇴직 여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

와 통상근로자 간 퇴직  지  차별이 지되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  

액이 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401)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있

는데 이와 같이 사회보험의 배제 는 직장가입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직장가입의 임의선

택 규정은 단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그 실화가 어

렵고,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에 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402)

결국 단시간 근로자에 한 노동 계법  사회보장법의 용제외의 근거

는 명확하지 않는 반면, 이들의 사회  보호를 박탈하는 것은 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회안 망이 보다 필요한 취약계층에 있는 취업자

를 더욱 불리하게 취 하는 것으로, 단시간 근로 내에서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 단시간 근로자에 한 용배제 조항이 존재하는 한 사용자

400) 유사 단시간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 여부가 계약 당사자에 맡겨진 상태에서 통상 근로자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통상 근로

자와 같거나 비슷한 정도의 일을 함에도 통상 근로자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김유선,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동향과 전

망』통권 제44호, 86면).

401) 이승욱(2012), 앞의 논문, 155면.  

402) 서정희・백승호, “사회보험법의 법적 사각지대”, 『사회보험수급권의 인적범위』사회보장

법 아시아포럼 제2회 콜로키엄 자료집,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서울대학교 고용복지

법센터, 2014.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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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탈법의 시도403)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한 

행 노동법  사회보장법상 배제조항은 삭제하는 등의 근본 인 재검토가 필

요하다. 

2. 단시간근로의 과근로 제한 

고령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과 같이 특정한 목 을 해 

요청되는 단시간 근로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시간 근로에 한 과근로는 반

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그 지 않을 경우 단시간 근로는 무의미하다. 행 기

간제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과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으나 이는 근로기 법상 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에 한 한도로 정해진 것이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같은 기 을 용할 당 성은 없다. 한 단시간 

근로의 과근로 요건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두고 있으나 실 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에서 과근로가 상시 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종 까지 법내 과근로시간에 해서는 가산수당이 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가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면서 노

동보호법의 보호기 을 받지 못하는 임  근로자로 락할 수 있다는 비

이 있었다.404)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의 과근로는 과근로시간의 제한  

가산수당의 지 과 같이 양 방향에서의 극 인 제한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2014년 3월 18일 기간제법 개정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가 과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 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동법 제6조 제3항).405) 이

에 해 통상근로자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지 이 있지만,406) 통상 근로자와 

403)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을 10분씩 늘리거나 앞당겨 14시간 50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04) 박지순(2014), 앞의 논문, 16-17면. 

405) 법 제6조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06) 예를 들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 40시간까지는 법내 초과근

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시간당 임금이 단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근로자가 반드시 단시간근로자보다 시간당 임금이 많아

야 할 이유는 없고, 단시간근로는 근로시간 이후 개인적 시간의 활용이라는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고용의 유동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초과근로에 대해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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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근로는 동일한 가치로 평가되어야 하고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동일하게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과하여 근로하 음에도 서로 다

른 가가 지 되는 것이 오히려 차별에 해당한다는 , 과근로에 한 보

상은 과근로로 인해 근로시간 외 시간의 처분가능성이 제한된 것에 한 보

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에서 타당한 개정이라 생각된다. 

3. 퇴직  련 규정

행 「근로자퇴직 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

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 을 퇴직 으로 퇴직근

로자에게 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주택구입 등 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한 퇴직 을 미리 정산하여 지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여기서 주택구입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 이 어드는 경우가 해당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 퇴직연 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퇴직

일시 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임 피크제로 인해 임 감소가 이루

어질 경우 퇴직 에서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임 감소는 고령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환할 경우에도 발생

한다. 그러나 행 근로자퇴직 여보장법은 단시간근로로 환한 경우를 간

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근로자가 단시간근로로 환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 감소에 따른 퇴직 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하여

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간정산의 사유를 확 하면 근로자가 선택

으로 간정산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해 근로자퇴직 여보

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간정산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퇴직 여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을 한 제도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고, 한 

이 문제를 간정산으로 해결한다면 근로자는 근속기간 합산에 따른 이익을 

한편 초과근로의 제한은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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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비 이 있다.407) 그 다면 그 안으로 노

사가 별도의 기 을 두도록 하는 자치  해결방안 는 근로기 법상 평균임

 산정의 특례를 별도로 정하는 입법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자치 으로 합의하여 일정한 기 을 두는 것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종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 기 이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임 의 안정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면, 

법령으로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 원칙의 측면에서, 

는 다른 근로자와 차별  기 을 두는 데 한 정당성 여부의 측면에서 쉽지 

않은 입법  결단이 요청된다. 한편, 간정산에 따른 근속기간 합산의 이익은 

단시간 근로에 의해 감소한 임 액에 비추어 볼 때 그리 크지 않거나 는 오

히려 불리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 환 시 에 퇴직  

간정산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실 인 안이라 할 것이다. 

4. 차별분쟁의 방

고령 단시간 근로자에 한 차별의 지는 평등 우 원칙에 기반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방편이자 단시간 근로 환의 유인  확 에 가장 요한 

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환의 경우 차별 지에서 비교 상자 범 의 획

정이  문제된다. 노동 원회에 따르면 비교 상자는 원칙 으로 차별시정 신

청인이 차별  처우를 주장하는 시기에 병존하여야 하고 비교 상자가 차별시

정 신청 시 퇴직 등으로 없게 되면 그 존재한 시 까지만 차별  처우가 인정

된다.408) 그러나 가령 사용자가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의 통상근로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완 히 체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그 비교 상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차별시정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고령근로자가 

407) 박지순, “‘시간선택제 근로’의 입법정책적 과제”, 「시간선택제 입법방안 간담회 자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4.3.14., 31면. 

408)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참고자료』, 2007.8., 31면; 중노위 2008. 11. 3. 2008

차별23,25; 중노위 2009. 4. 27. 2009차별2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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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부터 구제받을 가능성이 원천 으로 차단된다. 따라서 동종 는 유사

한 업무에 종사한 비교 상 근로자가 임자로서 차별시정 신청인과 시간 으

로 직  연계된 경우에는 동시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09) 

단시간 근로자에 한 차별 지에서 가장 요한 부분은 시간비례원칙의 

용이다. 비례의 원칙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 내 동

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 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원칙으로,410) 근로기 법(제18조)과 기간제법(제2조  제8조)

으로 정하고 있다. 어떠한 근로조건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용된 경

우 그것이 합리 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단하되 시간비례원칙이 용되어

야 할 근로조건에 비례 으로 지 된 것이라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

나 비례의 원칙이 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 불명확하므로 차별 지의 원칙

과 비례원칙의 용 계가 문제된다. 원칙 으로 시간비례원칙의 용기 은 

근로 가성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용할 부분

은 근로 가성 임 으로 국한되고, 근로제공과 계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 되는 부에 해서는 체로 용되어야 한다. 복리후생  성격을 갖는 

부는 구내식당의 이용, 기업의 복지시설 이용과 같이 분할할 수 없는 부

뿐 아니라 교통비, 식사비와 같이 분할 가능한 부도 포함된다. 이 때 분할 

가능한 부에 해 비례의 원칙을 용하고자 한다면 차별의 합리  이유 여

부로써 단될 수 있다. 시간비례원칙은 결과 으로 차별  처우를 용인하는 

기 이 되므로 자칫 비례의 이 넓게 용될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한 

차별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비례원칙의 용 범 를 한정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로부터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제5  근로 계의 종료와 해고제한법리

409)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시정에서의 신청인 적격성과 비교대상 근로자”, 『노동법연구』제

27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161-163면.  

410) 김유성, 『노동법Ⅰ』, 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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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지 까지 기업의 규정상 정년연령은 평균 57세 정도이고, 정년을 채우지 못

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는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

에서 정년 규정 자체는 크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나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의무 

규정이 용된다고 하더라도 사태가 개선될 것으로 낙 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법의 시행이 가져오는 상징 인 의미로 말미암아 고령자에 한 해고 문

제가 폭발 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 때 해고의 경우 노동법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로써 구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근로자로 하여  근로 계의 종료를 

유도하는 간  방식에 따른 근로 계의 종료에 해서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용되기 어렵다. 여기서 검토할 부분이 바로 그러한 보호법리로부터 용되

지 못하는 상황에 한 것이다. 구체 으로 고령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 등 

퇴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로부터 비롯되는 경우, 고령근로자에 한 근로조건 

변경의 제안과 미수락시 해고와 같은 소  변경해약고지 등을 들 수 있다. 이

와 같은 경우들은 외 상 당사자의 자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는 사

용자의 인사 리로서 합리  성격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

서는 사실상 해고와 동일하다. 

해고는 근로조건의 핵심  부분으로,411) 해고의 제한은 근로유지권과 근로환

경권을 보장하는 고령자 근로권의 핵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실질

으로 사용자에 의해 근로 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제한으로부터 보

호받지 못하는 것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한 한 도 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 계 종료와 련한 문제는 해고제한법리와의 계 속에서 재

검토될 필요가 있다. 

Ⅱ. 해고와 연 된 근로 계 종료의 유형 

411)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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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발  사직에 의한 근로 계의 종료

가. 문제의 소재

사용자는 해고제한의 회피 는 잠탈의 의도로 명시 으로 해고의 의사를 표

명하기보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퇴직에 이르도록 함으로

써 고용의 종료라는 해고와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할 수 있다.412) 기업의 경

악화를 들어 이와 같은 사용자의 퇴직 압력은 더욱 해지는 경향이 있

고,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정년연령까지 고용 존속이 보장되는 고령근로자에 

해서는 해고 이외에 근로 계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퇴직을 유도하

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해당 고령근로자는 자신의 의사

에 반하여 사용자에 의해 퇴직이 강요된 경우라도 그러한 사직이 형식 으로 

합의해지의 외형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고제한규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 사직서 제출의 법  의미 

법원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와 같은 경우 사

용자의 근로자에 한 근로계약 계의 소멸 통지는 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이를 근로기 법상의 해고라고 할 수 없다”413)고 하여 합의해약의 청약과 구

별되는 해지의 통고로 보고,414) 해고와도 구별된다고 본다. 

412) 小宮文人, “ 職と擬制解雇”, 『勞動法の爭點』第3版, 有斐閣, 2004, 167면.

41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414) 이와 같이 사직서의 제출을 근로계약의 해지로 보게 되면, 근로계약의 청약하는 경우 사

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도달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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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

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

다면 실질 으로 사용자의 일방 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계를 종료시키

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

이의 근로계약 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

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415)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 으로 합

의해지가 성립하고 외 인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다. 사직과 해고 여부에 한 례의 문제  

례는 사직의 해고 여부에 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 다면 실질 으로 사용자의 일방 인 의

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시하

고, 구체  사안에 따라 단하고 있다. 즉, 사직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무

하게 단지 형식  차로서 이루어진 경우로써, 체 사직서 제출에 동참을 

강요당하여 일 사직한 뒤 실제 사직 처리된 경우 실질 으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  의사에 의한 근로 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416) 다만, 이

와 같은 일 사직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그 향방(수리 

는 반려)에 해 측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서 당연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한다.417) 그 외에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불응

한 경우 해고하는 등 퇴직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사직의 경우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이철수, “사직

서 제출과 근로관계의 종료”, 『계간 조정과 심판』제20호, 중앙노동위원회, 2004, 48면).

415)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919, 51926 

판결 등.

416)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41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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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인정한다.418) 그러나 이와 같이 몇 가지 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

의 사안에서는 사직에 한 비진의 의사표시의 여부를 가려내기 어렵거나 진

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 계 종료는 유효하다고 단하고 있다.419) 

이러한 다수의 례를 종합하여 보면, 사직의 해고여부에 한 사안에서 노

동법  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직의사의 진정 성립의 문제로 근하여 엄

격하게 단하고 있는 을 확인할 수 있다. 해고로 인정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의 범 는 자기 결정 과정이 아  박탈되어 있거나( 컨 , 일 사직과 

같은 경우) 는 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사직 선택의 범 가 양자택일

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 등으로 매우 소하다. 이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사

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례의 해

석상 부분의 경우 사용자에게 어떠한 법  책임을 묻기 어렵다. 

2. 근로조건변경과 해고 

가. 문제의 배경 

사용자의 에서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해 고령근로자와의 합의가 이

지지 않으면 해고의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 계를 유지한 채로 근

로조건을 변경하는 변경법리로 구축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후자는 이른바 

변경해약고지 즉, 고령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수락하지 않

을 경우 사용자는 승낙을 얻기 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연계하여 조건부 제안

을 하는 것이다. 변경해약고지는 근로조건 변경과 근로계약의 해지 양자를 결

합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안받은 근로조건의 변경 거부를 정지조건

으로 는 변경의 수락을 해제조건으로 해고를 통고할 수 있다.420) 이와 같은 

418)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41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대

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68058 판결.  

420) 米津孝司, “変更解 告知”, 『勞働法の爭點』第3版, 有斐閣, 2004,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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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해약고지는 근로계약 변경을 한 사용자의 일방  형성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변경해약고지가 해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근로자로서는 

실 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고용상실에 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계약 변경을 

수락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사용자는 해고라는 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경해약고지는 고령근로자의 해고 는 집단해고라는 극단  조치를 피하면

서 경 상의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에서 의미

가 있다.42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변경해약고지법리에 한 본격 인 입법론

이 제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한 허용범 와 정당성에 한 단은 

근로기 법 제23조의 정당성 여부에 비추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변경

해약고지는 기본 으로 근로 계의 단  자체를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정당성을 다툴 때 해고의 법리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규명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변경해약고지는 고령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의 하향조정 는 근로장소의 변경과 같은 불이익과 나아가 직장의 상실이라

는 결과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근로자 보호의 에서 법리 해석이 

요청된다. 

나. 해고와 연 된 근로조건 변경에 한 규율의 요청

 

해고를 제로 근로조건 변경을 시도하는 변경해약고지와 구조는 다르나, 근

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이루

어진 사례는 종종 있다. 이 때 행해진 징계해고는 당해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

성이 인정되면 부분 유효한 것으로 단된다.422) 즉, “근로자에 한 직

이나 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는 장소 등에 변

경을 가져온다는 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

421) 이철수, “독일법상의 변경해약고지제도”, 『성균관법학』제20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8, 392면. 

42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10401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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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  안에서는 상

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근로기 법 제27조 제1항에 반

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9. 2. 28. 선고, 86다카 2567 결 참조), …( 략)… 이 

출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면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출명령에 따른 부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

유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423) 

이처럼 법원의 례는 근로조건과 해고를 기계 으로 연계하여 해고의 정당

성 요건을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문제로 환원하여 단하고 있다. 이로 인

해 보다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해고제한법리가 완화되고 해고가 용이해지는 

결과가 된다.424)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의 연 성을 고려할 때 그 문제의 심각

성은 배가되지만, 양자 간 계에 한 심도있는 논의와 고민은 이 지고 있

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결과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고령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Ⅲ. 유사 구조에 한 외국의 입법례

1. 국의 의제해고법리 

가. 의제해고의 개념 

국의 의제해고(constructive dismissal)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 

Act, 1996; 이하 ERA라 함)상 불공정해고(unfair dismissal)로서 규제되는 해고의 

한 형태이다.425) 불공정해고는 사용자의 자의  해고를 제한하기 해 제정법

42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424) 이철수(2006), 앞의 논문, 29면.

425) 불공정해고는 고용권법상 해고제한의 통제를 받는 해고로서, 계약의 자유라는 보통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는 위법해고(wrongful dismissal)와 구별된다. 위법해고는 널리 고용계약

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해고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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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입된 것으로, 례법상 부당해고와 달리 해고의 실체   차  공

정성을 시하여 근로자를 보다 넓은 범 에서 보호하는 해고제한법제이다. 

이 가운데 의제해고란 사용자가 한 계약의무를 반하여 그 결과 근로자

가 근로 계를 종료한 경우 비록 외형상으로 근로자의 사직에 해당하지만 실

질에 있어서는 해고에 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로 하여  그 해고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ERA 제95조 제1항(c)).426) 즉, 의제해고는 

사용자의 의무 반 행 로 인해 고용 계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근로

자가 스스로 근로 계를 종료시키는 한편으로 이를 해고로서 구제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427) 

 

나. 의제해고의 성립요건 

국 고용권리법상 의제해고가 인정되기 해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심

한 계약 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인하여 사직의 의사

표시를 통해 근로 계가 종료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계약 반과 근로 계의 

종료 간 인과 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요건 성립을 해 요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을 래한 사용자의 행

인데, 사용자의 어떤 행 가 해고에 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인지를 단하

는 기 이 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와 련하여 모범 인 노사 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수용할 것을 합리 으로 기 하기 어려운 유형의 행 를 의제

해고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의 합리성기 설(reasonableness test)428)이 주장되었으

나, 그 내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노동법원은 해고의 존부는 계약 내용의 본질

준수하지 않거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해고를 말한다(전형배, 『영국 해

고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1면).

426) ERA s. 95(1)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n employee is dismissed by his employer if 

   (c) the employee terminates the contract under which he is employed (with or without notice) in 

circumstances in which he is entitled to terminate it without notice by reason of the employer’s 

conduct.

427) 이철수,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 『노동법연구』제22호, 서울대학교 노동

법연구회, 2007, 27면. 

428) George Wimpey & Co. Ltd v Cooper [1977] IRLR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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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 여부로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계약기 설(contractual test)429)의 입

장을 취하고 있다.430) 

계약기 설에 따르게 되면 사용자의 어떠한 행 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본질

으로 반한 것이 되는지에 한 해석론이 핵심 쟁 이 된다. 노동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의제해고의 존부를 단하고 있지만, 크게 근로계약의 근본

 반과 묵시  반의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 , 근로계약의 본질

 내용의 반한 형 인 로서 사용자의 일방 인 임 삭감 조치,431) 직

무의 내용이 고용계약의 본질  내용을 이루는 경우 이를 반한 직무의 변

경432) 등을 들 수 있다. 한 근로계약의 본질  의무에는 고용계약의 문언뿐 

아니라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제반사정도 고려된다. 를 들어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433) 직장 내 안 의무  환경제공의무의 해태434) 등이 

근로계약의 근본  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묵시  의무는 다양하지만 표 으로 상호신뢰

의무와 배려의무를 들 수 있다. 상호신뢰의무란 근로계약 계가 지속되기 

해 상호 신뢰 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일반  의무를 말한

다.435) 이 의무가 인정된 구체  사례로, 사소한 반에 해 근로자를 근시

키거나,436) 정당한 이유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부과하거나,437) 가벼운 잘못에 

해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등의 행 438)를 들 수 있다. 배려의무는 특히 근

로자의 건강과 안 에 한 사용자의 의무로서, 계약상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의무는 근로자의 신체나 건강에 직 으로 해를 가하는 업무환경

과 련되어 인정된다. 한 동료들로부터 괴롭힘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할 의무도 포함된다. 구체 으로, 동료들로부터의 괴롭힘을 묵인하는 

429) Western Excavating (ECC) Ltd v Sharp [1978] IRLR 27.

430) 이철수(2007), 앞의 논문, 28면.

431) Industrial Ruber Products v Gillon [1977] IRLR 389.

432) Coleman v S. & W. Baldwin [1977] IRLR 342.

433) Dervy CC v Mawshall [1979] IRLR 261.

434) Keys v Shoefayre Ltd [1978] IRLR 476. 

435) Malik v BCCI [1997] IRLR 462. 

436) BBC v Beckett [1983] IRLR 43.

437) Hellman International Forwarders Ltd v Cooper, EAT/1040/9.

438) Stanley Cole (Wainfleet) Ltd v Scheridan [2003] IRLR 52,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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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439) 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440) 등을 들 수 있다. 

다. 의제해고의 공정성 단  구제

근로자가 의제해고 주장에서 사용자의 본질  반행 가 인정되더라도 반

행  당시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공정하게 행동하 다면 의제해

고가 성립하지 않는다.441)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자신의 계약 반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격 는 행 로 인한 것이거나 경 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

를 제시하여 그 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한 사용자가 다른 모든 수단을 

고려하 음에도 불구하고 반행 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의제해

고는 성립하지 않는다.442)  

의제해고가 인정되면 일반해고와 마찬가지로 복직 는 보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국에서는 해고분쟁에서 복직 명령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특히 사직을 제로 하는 의제해고의 특성상 보상명령이 부분의 구제 내용

으로 된다. 보상의 방식과 수 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일반해고와 같이 기

본보상(ERA 제122조)과 손실보상(ERA 제123조)에 따라 정해진다.443)  

라. 검토

국의 의제해고 법리는 사용자가 자의 으로 근로계약의 본질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령근로자가 비자발 인 사직에 이르게 된 경우 해당 근

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 때 특별히 유의할만한 은, 구체

인 사용자의 의무 반의 내용을 근로계약의 근본  반과 같은 명시  반

뿐 아니라 묵시  의무 반까지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고령근로자에 

한 유무형의 다양한 압박과 불이익으로부터 고령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439) Wigan Borough Council v Davies [1979] ICR 411, EA. 

440) Walton & Morse v Dorrington EAT 69/9. 

441) Savoia v Chiltern Herb Farms Ltd [1982] IRLR 166. 

442) Bournemouth University Higher Education Corporation v Buckland [2009] ICR 908.

443) 이철수(2007), 앞의 논문,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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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는 해고를 사용자에 의한 일방 인 근로계약의 종료로 정의하는 종

래의 념에서 나아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가 투 된 행 로부터 비롯하여 

고령근로자에 의한 근로 계의 종료까지 확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444) 

즉, 사용자의 해고 는 근로자의 사직이라는 외형  표지에 구속되지 않고, 

근로 계 종료의 실질을 보아 사용자의 지배  향에 따라 이루어진 사직에 

해서도 해고로 포섭한다.

이와 같은 은, 고령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나 

압력에 못 이겨 이루어진 경우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사용자에게 법  책임

을 묻기 어려운 행 법 제도와 해석의 문제를 해소하기 해 유의미한 시각

을 제공하여 다.445) 근로 계 종료 과정에서 고령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

자의 일방 인 지배력에 기 하여 성립된 것이라면, 고령근로자 보호의 

에서 그 진의에 한 탐구가 보다 진지하게 이 져야 하고 비자발  사직의 

범 를 확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의 의제해고는 근로자의 근

로 계 종료(사직)를 제로 근로조건에 한 사용자의 일방 인 불이익 변경

이 고용계약의 본질  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 해 그 책임을 묻는 제

도로, 사직의 유효성 그 자체를 문제삼아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근로자를 구제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와는 구조 으로 괴리가 있다.446) 

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을 주된 구제수단으로 하는 국과 달리 근로

계의 회복을 목 으로 하기 때문에, 국의 의제해고법리를 우리나라에 그

로 용할 경우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더라도 진의에 의한 사직이나 진의와 

비진의가 혼재된 사직의 경우에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2.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도 

가. 변경해약고지의 개념과 성립요건

 

444) 小宮文人, 앞의 논문, 167면. 

445) 이철수(2007), 앞의 논문, 37면. 

446) 전형배, 앞의 논문,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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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해약고지(Änderungskündigung)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해 새로운 근로조

건의 청약으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사

용자가 근로 계를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 계의 계

속을 청약하는 것을 의미한다(「해고제한법」(Kündigungsschutzgesetz: KSchG) 

제2조). 이는 근로 계가 종료되지 않으려면 근로조건 변경의 제안을 수락하여

야 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요컨 , 변경해약고지는 해고와 새로운 계약의 제안이라는 두 가지 의사표시

로 구성된 법률행 라 할 수 있다.447) 유효한 변경해약고지는 해고와 변경제

안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양자는 내  일체성을 갖는다.448) 이는 학설과 

례의 지배 인 입장으로, 두 요소  하나가 결여되면 변경해약고지가 될 

수 없다.449) 다시 말해 해고만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자에 의한 근로 계의 종

료인 해고가 되고, 변경제안만 존재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 청약에 불과하

게 된다. 변경해약고지는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하되, 그 방식은 서면방식에 의

하여야 한다(독일 민법 제623조). 서면방식을 반한 경우 민법 제125조에 따

라 ‘법률에 정해진 방식을 갖추지 않은 법률행 ’가 되어 무효가 된다.450) 

나. 변경해지에 한 근로자의 보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열세의 지 를 이용하여 부당한 변경청약을 제시하고 근

로 계의 존속  내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의 일방 인 형성행 를 통제하고 있다.

첫째, 근로자 집단을 통해 사 ・ 차 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사업장조

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 BetrVG)은 사용자가 변경해약고지를 실행하기 

에 종업원 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제102조) 동의를 얻거나(제99조) 는 

447) 이철수(2008), 앞의 논문, 370면. 

448) BAG 7. 6. 1973 AP Nr. 1 zu §626 BGB Änderungskündigung: Precklein, Prüfungsmasstab bei 

der Änderungskündigung, 1995, S. 41. 

449) 김성권, “독일 변경해지제도에 대한 소고”, 『노동법논총』제24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2, 65면.

450) 김성권, 위의 논문,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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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결정(제87조)을 해야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51) 이를 반할 경우 강

행법규 반으로 당해 변경해약고지는 무효가 될 수 있다.452) 이와 같은 권한

은 사용자의 일방  근로조건 변경에 강력한 통제기 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계약내용을 보호한다. 둘째, 근로자의 유보부 승낙을 허용하여 당해 근로 계

를 일시 , 잠정 으로 보호한다. 유보부 승낙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

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의 사회  정당성을 다툴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해고제한법 제4조), 근로 계 종료의 험과 근로조건의 부

당한 변경을 동시에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453) 사용자에 한 유보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 도달 후 3주 이내에 표시하여야 한다(해고제한법 

제4조). 근로자가 사용자의 변경해약고지에 해 유보부 승낙을 하는 경우, 당

해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계속하되 당해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정당성이 없거나 법률상 무효라는 에 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근로조건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확정되면 근

로조건의 변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기존 근로계약이 변경없이 그 로 존

속된다(해고제한법 제8조). 그러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정당한 것으로 정되면 

유보는 종료하고 변경된 계약이 유지되어 근로 계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

속된다.      

다. 변경해약고지의 정당성 심사

근로자가 유보부 승낙을 하고 근로조건의 변경 무효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의 사회  정당성을 다투게 된다. 사회  정당성 여부의 

451) 「사업장조직법」에 따라 공동결정권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행태나 종업원위원회의 질

서문제(1호), 근로시간의 시기와 종기(2호), 근로시간의 연장과 단축(3호), 임금의 지불 시

기, 장소 및 방법(4호), 사업장내 임금형태 및 새로운 임금계산방식의 도입 및 변경(10호) 

등의 경우에 요구된다(제87조 제1항). 채용, 임금등급분류 및 재분류, 전직을 실시하기 위해

서는 종업원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9조 제1항). 해고에 대해서는 

종업원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요청되고, 위반 시 당해 해고는 무효가 된다(제102조 제1항). 

법령의 자세한 규정은 김기선・박수근・강성태・김근주 편역, 『독일노동법전』, 25면 이하 

참고.

452) 김성권, 앞의 논문, 84면.

453) 이승욱, “독일의 변경해지제도”, 『노동법학』제14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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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변경해약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는 변경의 필요성  그 정도가 

정한 것인지 여부의 2단계로 심사된다.454) 

먼 ,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455) 기존 

근로조건으로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필요성은 통상 인 해고의 정당성 단기 에 따라 단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일신상・행태상 이유 는 사용자의 긴박

한 경 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단한다.456) 

당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으로 근로조건의 변

경의 내용이 목  달성을 해 필요하고 정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단한

다. 이 때 해고의 최후수단원칙과 비례원칙을 용하여 그 정당성을 심사하게 

된다.457) 최후수단의 원칙은 보다 완화된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수단을 우

선 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458) 근로조건 변경을 해서는 해고에 앞

서 변경해약고지를 하여야 하고, 변경해약고지 실행에 앞서 배치 환, 업무지

휘권, 철회권에 의해 근로조건 변경의 목 이 달성되는 경우 그러한 완화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59) 그리고 변경해약고지의 실행으로 인해 얻게 되는 

사용자의 이익과 기존 근로조건 유지에 한 근로자의 이익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형량하여야 한다. 컨  변경된 직무는 기존의 계약상 직무와 비교해 

근로계약의 내용을 유지하기에 한 정도여야 하고,460) 사용자가 필요한 정

도를 넘어 기존의 근로 계의 내용을 소거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461) 근

로자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해약고지를 사용하는 경우 비례원칙에 반

하게 된다.  

     

454) BAG 3. 7. 2003 AP Nr. 73 zu § 2 KSchG 1969; BAG 21. 9. 2006 AP Nr. 86 zu § 2 

KSchG 1969.

455) BAG 23. 6. 2005 AP Nr. 81 zu § 2 KSchG 1969. 

456) BAG 15. 3. 1991 AP KSchG 1969 § 2 Nr. 28 = NZA 1992, 120. 

457) BAG 29. 11. 2007 AP Nr. 136 zu § 2 KSchG 1969; BAG 29. 3. 2007 AP Nr. 131 zu § 2 

KSchG 1969.

458) BAG 21. 4. 2005 AP Nr. 79, 80 zu § 2 KSchG 1969; BAG 6. 9. 2007 – 2 AZR 386/06.

459) Zirnbauer, Die Änderungskündigung, NZA 995, 1073, 1074. 

460) BAG 17. 5. 1984- 2 AZR 109/83.

461) v. Hoyningen-huene, § 2 KSchG Rn. 1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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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도의 특징 

이상으로 살펴 본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근로자의 해고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유보부 승낙이 허용된

다는 이다. 이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은 그 정당성 여부에 한 법원의 결

을 통해 확정 으로 이 질 수 있다. 유보부 승낙은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

을 법원의 결에 유보함으로써 근로 계의 내용과 존속에 일정한 보호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에서 주목된다. 둘째, 사용자의 변경해약고지 실행에 있어 

사 ・사후  통제가 이 진다는 이다. 즉 변경해약고지는 엄격한 서면방

식에 의하여야 하고, 사업장조직법에 따라 종업원 원회의 의견청취, 동의, 공

동결정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셋째, 법한 변경해약고지를 실시하기 해서

는 해고와 근로조건의 변경이 모두 법, 유효해야 한다. 근로자의 변경제한소

송 제기를 제로 법원은 2단계 심사를 거친다. 1단계에서는 변경의 필요성 

존부를 해고제한법상 해고사유를 통해 단하고 2단계에서는 변경의 정도를 

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변경해약고지는 실

무에서 실시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까다로운 차로 인식되고 있다.462) 

변경해약고지제도는 근로 계의 존속 에 근로조건의 변경이라는 사용자의 

필요성에 응하는 제도이지만, 근로조건의 변경 아니면 해고라는 두 가지 선

택의 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해 다양한 통제  장치를 둠으로써 

사용자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Ⅳ. 해고제한법리로 본 근로 계의 종료 

 

1. 비자발  사직의 단기  

가. 고령근로자 보호의 에서 단의 필요성 

462) 이철수(2008), 앞의 논문,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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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가 사직하여 근로 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직으

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구체 인 사실 계에서 사용자의 개입과 여 정

도, 근로자의 응 등 고령근로자가 사직에 이르기까지 해고를 의심하게 하는 

징후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의 

기재내용뿐 아니라 사직서와 련된 근로자의 태도와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

기  경  등 사직의사의 형성과정에 해 구체 이고 개별 인 상황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의 자발  사직인지 사용자의 해고인지를 단해야 한

다고 시한 바 있다.463) 

그러나 법원 례를 종합하여 보면 비자발  사직은 사실상 강박에 가까운 

상태와 같은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 

한 구제로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비자발  사직에 한 분쟁의 일

차  목 은 민법상 의사표시법리에 천착하여 그 무효 는 취소를 구하는 것

이 아니라 사실상 부당해고의 사안으로 근하여 당해 근로 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노동법  에서, 해당 고령근로자의 사직

이 근로 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가 투 된 어떠한 구체  행

에 의해 지배 으로 향을 받은 결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라면 이를 해고로 인정하고 그 당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근로계약의 본질  의무 반 기     

비자발  사직의 여부를 단하는 데 있어 국의 의제해고법리로부터 일정

한 시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의 의제해고법리는 사용자가 근로계

약의 본질  의무를 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계속 여부에 심 한 향을 미

쳐 사직에 이르게 된 경우 그러한 사직을 해고로 보는 구도이다. 우리나라에

서 이 법리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본질  

내용을 반한 경우’이다. 즉, 비자발  사직을 단하는 거로서 근로계약

의 본질  반이라는 기 이 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의 건은 ‘근

463)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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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의 본질  반’이 존재하 는지 여부가 된다. 구체 으로, 기존의 업

무와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경우, 무보직 는 역직  발령, 열악한 근로

환경의 조성 등의 경우 근로계약의 본질  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직 아니면 해고라는 식의 막다른 골목으로 선택을 권유하는 경우, 직장 

내 동료들로부터 괴롭힘 는 그를 묵인하는 경우 등은 상호신뢰의무나 배려

의무 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자의 본질  반행

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고가 불공정하지 않다고 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당해 근로계약의 본질

 반의 정당성 유무를 다시 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자발  사직을 행과 같이 민법상 의사표시법리로서 해석하여 사

실상 강박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고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사직의 유형을 사용자의 근로계약 반으로서 범 하게 포섭하여 그 인정 

가능성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 노동법의 역과 교차를 시도하여 해고

로서의 정당성 여부를 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높이는 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기능에 착안하면, 근로계약의 본질  반에 한 개념을 정

립하고 례의 개별  사안으로부터 구체  내용을 충   유형화하여 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2. 변경해약고지제도에 한 비  검토 

가. 행 근로기 법과의 정합성을 한 해석론

고령자 고용에 있어 독일식 변경해약고지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고령근로

자의 업무성과가 조하거나 새로운 직업교육 등이 필요하여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해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다른 일자리로 직하거나 업무 조

정을 하는 등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는 고

령근로자의 근로 계 존속을 한 유효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동 제도가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고령근로자에 한 근로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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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과정에서 차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변경의 제안이 고령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수반하면서 동시에 고령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고의 의사표

시를 하는 경우가 된다. 행법 체계에서,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변경해약고지는 근로기 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의 기본 인 원

칙이 용될 수밖에 없다. 즉, 해고의 정당성 여부라는 견지에서 근로조건 변

경 거부에 한 해고의 정당성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변경의 정당성이 함께 

단된다. 따라서 당해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합리 인 것

인지 우선 으로 검토되고, 근로조건 변경 제안의 수   차가 한 것

인지, 해고에 이를 경우 당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단계 으로 단

되어야 한다. 

구체 으로, 변경해약고지가 고령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 계의 변동 는 해고의 정당성 단기

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 이 요청될 것이다.464) 첫째, 고령근로자의 

직무, 임   근로시간 는 근무장소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회사 업무 운

에 있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은 필요성은 고령근로자가 입

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셋째, 근로조건의 변경

을 해고와 결부시켜 볼 때에는 최후수단의 원칙이 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온건한 수단이 있다면, 변경해

약고지 에 그러한 방법을 먼  사용하여야 한다. 넷째,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자유로운 합의결정의 원칙  신의칙에 따라 고령근로자에게 근로조건변경에 

하여 사 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설득의무

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해고

의 정당성 여부도 향을 받게 된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을 단할 때 변경해

약고지 제도에서 해고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용하도록 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지 않고 근로조

건 변경이라는 일종의 해고회피노력을 하 다는 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

464) 김형배, 『노동법』제22판, 7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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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5) 다시 말해, 일반 인 해고에 비해 그 단기 이 완화되거나 변용될 수 

있다는 이 구별된다. 

한편, 변경해약고지가 경 상 사유와 련되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① 근로조건 변경에 긴박

한 경 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 표와의 성실한 의가 이루어

져야 하며, ③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조건 변경을 통해 달리 취업가

능성이 있다면 근로조건변경을 선행하고, ④ 합리 이고 공정하게 근로조건 

변경 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변경해약고지는 종래의 근로조건

으로 근로 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지는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조

건이 종 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수용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

다.  

나. 독일 제도의 시사   향후의 고려사항

변경해약고지는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

는 근로조건 변경 요청에 응하는 법리를 모색하는 것이 근로자의 고용보장

이라는 에서 타당할 것이라는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주로 집단  의사결정법리로서 규

율되고 있는 , 해고는 근로기 법상 해고제한법리로 규율되는  등에 비추

어 우리 노동법과 곧바로 정합성을 찾기는 어렵다. 한 변경해약고지가 근로

자의 근로 계의 존속을 제로 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 으로 하는 것

이라 하여도, 사용자가 해고의 을 통해 그 목 을 실 시키는 ‘일방 인 

결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용자는 새로운 근로조건 변경의 수단을 얻게 

되는 반면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조건에 응하지 않은 한 해고를 피할 수 없고 

불리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경우에는 사 ・사후

 통제장치, 유보부 승낙 등 여러 개의 엄격한 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을 

465) 이승욱, “변경해지제도의 가능성과 그 한계”,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김유성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2000,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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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하 다. 이와 같이 변경해약고지 제도가 사용자에 의한 강요된 선택이라

는 , 개별  동의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제도로서 행의 집단  의사결정법

리의 이완 내지 탈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 는 용에 해서는 비 인 견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근로 계 하에서 근로계약과 련한 제반사정의 변화

에 따라 해고 이외에 사용자의 이익(근로조건의 하향조정)과 고령근로자의 이

익(고용보장)을 조정하는 방안으로써 의미를 두어 이 제도를 고려한다면, 다음

과 같은 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근로조건의 변경의 상당성 기 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근로조건 변경의 범   정당성 기 이 포함된다. 우선 근

로조건 변경의 범 가 획정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근로의 장소, 근로의 내용, 

임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에 의해 확정된 근로계약의 본질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해 사용자가 변경청약을 할 경

우 해고 근로자에게 어떠한 근로조건의 본질 인 변경이 존재하는지에 해 

서면이든 구두로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기 과 련하여, 변경해약고지는 근로 계의 종료(해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사권으로서 근로조건 변경에 범 한 재량을 허용하

는 행 례법리를 그 로 원용할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는 불리한 근로조건

을 강요당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변경해약고지에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 계의 종료(해고)와 상호 연 하여 해석할 필요

가 있다. 즉, 근로조건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고용 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부득이한 경 상의 필요에 

의한 것’과 같이 해고의 정당성에 상당하는 정도의 합리성 는 긴박한 경

상의 필요성을 요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 

둘째, 변경해약고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단을 한 지배법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노동법상 일반해고법리로서 최후수단성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나, 

변경해약고지의 경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의 압력을 통해 근로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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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한 것이라는 , 변경해약고지는 

기본 으로 근로 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 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에서 특

히 해고회피노력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례를 통해 형성된 독일

의 해고일반원칙인 이익형량의 원칙(Interessenabwägungsprinzip)은 해고의 정당

성 단에 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해고에 있어 이익형량의 원칙은 사용자

가 일방 으로 행한 해고의 결과 발생하게 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이익 계

를 해고의 정당성 단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고

에 의해 얻어지는 사용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직장상실에 따른 불이익보다 심

하게 상회하는 것이어야 해고의 사회  정당성이 인정된다.466) 

셋째, 근로조건 변경의 거부시 근로자 지 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자

의 변경해약고지에 해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승낙하면 변경된 근로조

건으로 근로 계가 형성되고, 근로자 지 를 유지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

조건변경을 거 할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이 때 근로

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이에 따라 변경해약고지의 정당성이 인

정되면 근로자의 근로 계는 그 로 종료될 것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

로 단될 경우 근로자에 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종 의 근로조건은 회복

되고 원직복직되거나 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all or nothing’의 구조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여 해고

될 험을 감수하기는 실 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해 독일

은 근로자가 직장 상실의 험을 미리 방하면서 동시에 변경해약고지의 정

당성을 향후 다툴 수 있는 ‘유보부 승낙’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계약

의 본질  부분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 기능

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에는 유보부 승낙과 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 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행 소송 체계에서 사용자가 이미 변경해약고지를 통고하고 근로자의 승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그러한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466) 권혁, “해고, 해고사유, 해고동기: 독일 해고법상의 최근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22호, 한국노동법학회, 2006,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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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심사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 민법 제53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유보부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약을 ‘임의로’ 승인하여야 

하는데, 실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 해 과연 유보부 승낙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러한 근로자의 유보부 승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입법을 통해 유보부 승낙제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변경해약고지의 고용조정기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변경해약고지가 갖는 해악, 즉 근로조건 변경이나 해고에 있어 근로기

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이외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조건의 하향 는 해

고의 수단을 확보하 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자에 한 변경

해약고지로 근로 계를 종료하는 것은 일반 해고에 비해 더욱 용이할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 계 종료의 을 방지하기 해 사용자의 변경해약

고지의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방식은 근로계약변경  근로자 표와

의 사  의와 같은 차  요건을 두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즉, 사용자

가 변경해약고지를 통지하기 에 근로자 표와 변경해약고지의 사유, 상, 

내용 등에 해 의 내지 동의할 것을 그 차  요건으로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6  소결 

개인을 상으로 하는 고용유연화가 심화되어 있는 실에서 고령근로자의 

근로 계의 구체  개 양상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더욱이 정년 연장을 

가로 하는 임 조정, 고령근로자에 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배치 환이

나  등의 인사,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과 해고와 같은 상황은 보다 더 

노골 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 의 사조에 편승하는 것은 

고령자의 고용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고, 정년제를 통한 고용 

보장은 허구에 그치고 만다. 따라서 고령자의 근로 계 개 과정에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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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법  쟁 은 고령자 근로권의 에서 극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먼 , 임 체계개편과 련하여 요한 부분은 그로 인해 향을 받게 되는 

고령근로자 의사가 결정에 반 되는 차  정의의 문제이다. 이는 고령근로

자의 정임 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도 집단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개별 고령근로자의 의사가 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에

서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와 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이 동의 차는 사용자

의 일방  변경을 지하는 유일한 통제장치라는 에서 법 일탈 인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느 일방에 유리한 해석을 하게 될 경우 그 당사자로 

하여  유리한 출구를 확인시켜 자치  해결 노력을 방기하게 하고 이로 인해 

노사 합의의 가능성을 오히려 축소시키며 갈등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동의의 주체를 해당 불이익 변경의 용 상이 되는 집단으로 해석

하고 동의 방법을 민주  의사수렴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하여 근로자집단의 

표성을 높임으로써 노사 등결정원칙의 실 에 가까이 가는 것이 오히려 취

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일일 것이다. 단체 약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인 고령근로자의 의견 반 과 련하여 과반수 노조의 근로

자 표성이 문제된다. 과반수 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주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인 고령근로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표로서의 지 를 가질 때

에는 체 근로자의 이해를 반 할 수 있도록 입법  고려가 필요하다.

근로 계의 변동과 련하여, 장기간 근로 계에서 기업 내・외부의 환경 변

화에 따라 근로 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더라도 고용조정을 한 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인사명령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컨 , 연령이

나 성과 등을 기 으로 하는 후선배치, , 기발령 는 직 해제 등이 

된다. 이와 같은 인사명령은 당장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더라도, 

임 의 하, 근로장소  업무 내용의 변경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고 궁극에는 근로 계의 종료에 이르게 되므로 해고제한법리로서 규제

되어야 한다. 특히 고령근로자의 성과 문제는 근로 계의 성질상 근로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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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해고 등의 근거가 될 수 없는 , 근로자의 성과는 

경  과정에서 사용자가 필연 으로 가지게 되는 험부담으로서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근원 인 에서 비 으로 보아야 한다. 

한 연령이나 연령과 련된 요소를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명령의 상자 

선정기 으로 삼는 데 해서는 연령차별의 문제의식이 반 되어야 한다. 

고령자의 단시간 근로로의 환은 고용 존속과 함께 진  은퇴를 가능하게 

하는 에서 정 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시성과 근로시간의 길이가 일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는 불안정한 고용형태로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가 진정으로 고령자에게 유익한 고용형태로서 의미

를 가지기 해서는 고령자 근로권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해 고령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자발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고

령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환될 경우 양호하게 처우할 것 두 가지 차원에

서 검토하 다. 

근로 계의 종료와 련하여서는 사용자의 근로 계 해지의 의사가 투 된 

행 로 인해 비자발 으로 사직하게 되는 경우와 해고를 제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인하게 하고 그 지 못한 경우 해고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근로 계 종료의 방식을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본 것은 상

시  구조조정이 기업의 일상 인 경 활동이 되면서 최근에는 집단  해고뿐

만 아니라 개별  근로 계에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나 방침을 통해 근로 계

를 종료하는 간  고용조정의 방식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에서 자의 경우 근로 계 종료를 목 으로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근로

계존속을 제로 한다는 에서 구별되지만, 근로자의 에서 볼 때 진의

에 의한 사직의 존부를 떠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행  는 근로 계 종

료를 의도하는 불이익 처분을 통해 해고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에서 공

통된다. 그러나 행 법 제도는 이와 같은 근로 계 종료의 상황을 실효 으

로 구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비자발  사직과 련하여 법원은 일 된 

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  사안에 따라 단함에 있어 민법상 의사

표시법리를 엄격히 용하여 근로자 보호로서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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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경해약고지는 직  동일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실무에서 유사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한 진지한 근이 이 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

정에 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의 의제해고법리와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

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양 제도 모두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가 교차되는 을 

규율하고 있는 에서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의 의제해

고법리는 비자발  사직을 단하는 일반  원칙으로서 지평을 넓  수 있

다는 에서 정 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다만, 양국 간 제도의 구조

나 내용의 괴리로 인해 제도의 계수는 쉽지 않은 바, 제도의 구체 인 내용에

서 유용한 개념만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의 본질  반’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도는 근로 계를 둘러싼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기 해 근로 계의 내용 변경 는 종료가 요청된다고 

할 때 이를 근로 계 존속을 제로 일정한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 변경을 고령근로자로 하여  불이익한 변경이

나 해고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인정하여  다른 형태의 해고 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해악을 본질 으로 내포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도 엄격한 단과 

차로서 그 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에 비춰보면, 변경해약고지제도의 도

입에는 신 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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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출산과 함께 고령화가 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구나 체감하는 주지의 

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경제 으로 부정  장이 일어날 것으로 견

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고용은 이를 극복하기 한 주요한 해법  하나로 제

시되고 있다. 실로  생산인구가 감소되는 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경제

활동참가는 국가 경제사회의 발 에 상당한 향을 끼친다. 사회의 건 한 발

과 유지를 해 고령자 고용의 계속은 필연 으로 요구되는 상이자 과제

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자 근로에 한 재인식과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고령자 고용이 유지되고 나아가 확 로 이어지기 해서는 고령

자 근로에 한 보호가 제 는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근로자의 

근로는 헌법과 노동법으로부터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간 독자

인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 다. 고령자 자체의 취약성으로부터도 

고령자 근로권의 보장을 구체 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새로운 시 의 과제로 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부터 고령자 근로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고령자 근로의 

문제와 직  련성이 있는 정년제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 다. 즉, 고령

자 근로권의 에서 정년제의 정당성 문제  정년제가 구 되어 나타나는 

근로 계에서의 쟁 과 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고령자 근로권 도출을 한 기  논의를 개하 다. 

먼  고령근로자의 고용불안, 재취업의 어려움, 그에 따른 열악한 근로환경, 

청년실업과의 경합으로 인한 주변부로의 전락 등 고령근로자가 처한 노동 

실에서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고령자 근로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 다. 고령

자에 한 고용실태에 기반하여 고령자 보호의 근거는 헌법과 국제기 으로부

터 찾을 수 있었는데, 그 구체 인 내용은 헌법상 근로권을 근거로 국제기

과 원칙에 착안하여 고령자 근로의 특수성을 도출하 다. 즉, 고령자 근로권이

란 헌법상 근로의 권리 내용 가운데 고령근로자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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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고용증진  고용보호, 근로조건 개선과 안 보호 등 고령근로자의 

고용상 권리를 보장하기 해 요구되는 구체  권리이다. 이로써 고령자 근로

권은 국가나 사인에 하여 권리의 실 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리고 고령자 근로권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일할 기

회에 한 보장이다. 근로기회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고령자 근로권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 일자리의 제공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핵심  내용이자 제조건이 된다. 둘째, 고령자의 노동사회로의 

동등한 참여  기회의 보장이다. 고령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기 해서는 무

엇보다 취업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채용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받아

서는 안 된다. 셋째, 고령근로자의 고용 보호이다. 이는 노동 진입측면이 아니

라 고용의 안정  존속이나 유지에 해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양질의 일자리

를 말한다. 넷째, 고령근로자에 한 합한 근로환경의 조성  근로조건의 

보호이다. 국가의 고령자 고용정책이 양  확 로 개되는 상황에서 근로환

경의 보호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실질  구성요건이 된다. 다섯째, 

정임 의 보장이다. 임 은 인간의 개별성을 실 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생활

의 를 한 바로미터가 되는 에서 무엇보다도 요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환경의 보호와 별도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직장 내 산업안 보건

의 보호이다. 

제3장에서는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제도  거로서 정년제를 검토하 다. 

이 때 연령차별 지는 정년제와 표리 계를 가지는 한편으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주요한 이념  근거가 되므로 정년제를 비 으로 고찰하는 분석의 

틀로 삼았다. 고령자 근로권의 에서 정년제 검토에는 정년제 자체에 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년제의 구체  유형 가운데 차등정년제

의 유효성에 한 문제와 아울러 정년제 자체의 합법성 내지 합헌성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차등정년제는 확하고 객 인 직무분석이나 직 의 분리

에 기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어떠한 사회  추측이나 가정, 고정 념

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의 외로서 차등정년제를 직무의 성격에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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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고자 하면, 이에 한 구체  요건을 확립하고 사용자에 한 입증책임

을 강화하는 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년제의 합리성에 한 문제를 검토하 다. 고령자고용법의 정

년규정이 임의규정이었던 시기에는 사회통념이나 행, 사회  합의 등을 이

유로 그 합리성을 인정해 왔지만, 법정 정년의 의무규정이 용되는  시

에서는 합헌성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된다. 정년제가 연령차별과 평등의 원칙

에 배되는 문제에 직면할 때, 정년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는 

정년이 가지는 근로존속의 보장 기능, 성과나 기타 요인에 따른 해고보다 

오히려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유익성과 같은 고령자 근로권 

보장의 이 극 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 게 해석하여야만 고령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 계에 진입하는 신규 근로자  다른 연령 계층의 근로자 모

두로부터 그 타당성을 이해받을 수 있고, 나아가 정년연장의 필연성  당

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즉, 사회  정년제를 지향하면서 정년제는 고령자 근

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 정년제의 합리성과 합헌성 

논의의 마지막은 정년제 폐지 논의로 귀결된다. 그러나 정년제가 고용 존속의 

차원에서 일할 자리의 권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보장의 차원에서 일할 

환경의 권리 측면에서 고령자 근로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주된 근거로는 고령근로자 간에도 양극화 는 계층 간 격차가 존재

하므로 퇴직 선택의 자유는 이미 정년과 계없이 근로의 여부를 자발 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여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지 에 있는 고령근로자

는 언제나 해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에서 정년에 따른 고용존속의 보

호가 오히려 고령자 근로권에 부합한다는 이다.  하나의 주요한 은 정

년제 폐지의 결과 고용종료의 방법은 필연 으로 업무수행능력이나 실 평가

에 따를 수밖에 없을 테지만, 그 기 이나 척도가 불분명하고 장애나 고령근

로자가 목표달성에 취약한 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결국 고용종

료를 더욱 용이하게 하여 고용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는 험을 가져온다는 

이다. 다만, 정년제가 존속할 경우 연령차별과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후 행의 단일 정년제를 진 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장 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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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이 자율 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컨 , 정년

연령의 범 를 연 수 연령 이상의 일정 범 에서 근로자로 하여  자유로이 

정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정년제 등의 방안의 강구이다.

한편, 연령차별의 에서 고령자 근로권 보장에 한 보론으로, 고령근로자

에 해 노동법상 일부 규정의 용을 배제함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취업의 기

회를 확 하여 고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 제도를 비 으로 검토하 다. 고

령근로자에 한 기간제 근로의 제한 배제, 견제 근로의 제한 제외가 그것

이다. 한 감시단속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의 용 제외도 있다. 기

간제 근로의 경우에는 취업 기회의 확 라는 측면에서 고령자 근로권 보장을 

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에 한 무차별 인 용은 

결국 모든 고령근로자를 기간제로 내모는 부당한 결과를 래할 수 있으므로 

직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로의 취업이 요청될 

수 있는 요건이나 상을 한정하는 입법이 요구된다. 견근로의 경우 견 

자체가 직 고용원칙의 한 외로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령근로자에 해 견사유  기간에 해 무제한으로 확 하는 것은 고령

근로자의 근로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령근로자가 이러한 보호

의 요청으로부터 배제될 합리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직  연령차별에 해

당한다. 따라서 고령근로자에 한 견의 확   견제한의 완화는 극

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감시단속  근로는 주로 경비업, 건물 리업 등에 해당

하는 것으로 고령근로자의 취업 분포가 높다는 에 주의하여 검토하 다. 그

러나 감시단속  근로에 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채 외 의 특

성만 강조하여 근로기 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구체  타당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 법

의 동 규정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제4장은 정년제와 근로 계의 변동에 한 문제를 검토하 다. 이는 정년제

의 용이 가져올 실의 모습이 고령자고용법이 의도한 정년제의 개상에 

부합하여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 다. 정년제의 고용존

속에 한 상호 가로서 고령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 계의 변동상황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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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될 것을 가정하고, 각 쟁 들의 노동법  규율이 고령자 근로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석론  입법론  근을 시도하 다. 

구체 인 내용으로서, 임 체계의 개편에 한 문제로 근로조건의 변경 법리

에서 고령근로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는 차에 해 을 두어 검토하

다. 행법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 약의 체결을 통해 이

루어진다고 할 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고령근로자의 동의 는 의사의 반

이 요하게 다 져야 한다. 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차는 사용자

의 일방  변경을 지하는 유일한 통제장치라는 에서 법을 일탈하는 해석

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을 다시  확인하 다. 그리고 단체 약의 경우

에는 과반수 노조의 근로자 표성 문제로서,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표로서

의 지 를 가질 때에는 체 근로자의 이해를 반 할 수 있도록 입법  고려

가 필요하다는 을 지 하 다. 근로 계의 변동과 련하여서는, 고용조정을 

한 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연령이나 성과 등을 기 으로 하

는 후선배치, , 기발령 는 직 해제 등이 고령자 근로권의 내용으로서 

고령자 고용보호의 차원에서 규율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시도하 다. 

고령자의 단시간 근로로의 환은 고용 존속과 함께 진  은퇴를 가능하게 

한다는 에서 정 인 측면이 있음을 제하 다. 그러나 상시  고용과 

일제 근로를 표 으로 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형태는 열악한 근로환경

에 처하게 되는 이분법  구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는 그 취약성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단시간 근로자는 연령과 고용형태라는 첩

 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단시간 근로가 여성에게 집 되어 있다는 

에서 고령의 여성 단시간 근로자는 성차별까지 3 의 험이 있다.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가 진정으로 고령자에게 유익한 고용형태로서 의미를 가지기 해

서는 고령자 근로권에 부합하는 형태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고

령근로자가 자발 으로 단시간 근로 환을 선택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근로

시간 단축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이것이 고령근로자에게 한정될 권

리는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되, 고령근로자에 해서는 진  퇴직

제도의 순기능에 착안하여 별도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그리고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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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근로로 환이 된 이후의 처우와 련한 문제로서 고령자 근로권이 구 될 

수 있도록 해석  입법  방식을 제시하 다. 단시간 근로자에 한 규정

의 삭제, 과근로의 제한의 차원에서 1주 12시간의 과근로 규정의 재고, 시

간비례원칙의 근로 가성 여부로 한정 인 용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

계 종료와 해고의 문제로서 고령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근로 계 종료의 방

식을 크게 사용자의 근로 계 해지의 의사가 투 된 행 로 인해 비자발 으

로 사직하게 되는 경우와 해고를 제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인하게 하고 그

지 못한 경우 해고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 다. 두 경우 모두 

진의에 의한 사직의 존부를 떠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행  는 근로 계 

종료를 의도하는 불이익 처분을 통해 해고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지만 행 법 

제도가 이와 같은 근로 계 종료의 상황을 실효 으로 구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 다. 이에 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의 의제해

고법리와 독일의 변경해약고지제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두 제도는 근로조건 

변경과 해고의 교차라는 지 을 포착하여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해고로 규율하

고 있는 에서 유의미한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의 의제해고법리

는 비자발  사직을 해고로 단할 수 있는 외연을 확 할 수 있는 기 을 제

시해주고 있는 에서 유익하고, 이와 련한 입법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

나 변경해약고지제도는 근로 계 존속을 제로 일정한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는 에서 고령근로자에게 일정한 의미가 있으나, 고령근로자로 하여  불이

익한 변경 는 해고라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하여  다른 형태의 해

고 수단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해악을 본질 으로 내포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

도 엄격한 단과 차로서 그 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에 비춰보면, 변경

해약고지제도의 논의는 신 히 이 져야 한다.   

(2) 본 논문은 헌법상 근로권으로부터 고령자 근로권을 새로이 도출하고 그 

개념의 정립과 구체  내용의 구축을 시도하 다. 이는 지 까지 고령자 고용

정책이 외형  고용 지표에 집 되고 고령자 근로의 가치가 외면됨으로써 이

후 맞게 될 고령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이 국가 략의 수단으로 락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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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험으로부터의 안으로서 제안하 다. 다만, 법정정년의무 규정의 시행

에 당면하여 정년제  이와 련한 문제를 검토하는 데 방 을 두어 그 논의

의 범 를 한정하 다. 

앞으로 고령자 근로권이 고령자 고용에 한 반 인 법제와 실무에서 핵심

 권리로 기능할 수 있기 해서는 고령자 근로권에 한 보다 포 인 분

석이 필요하다. 연령별, 성별, 비임  근로자와 임 근로자 등 세부 으로 고

찰하여 고령자 근로권에 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 고령

근로자  많은 비 을 차지하면서도 취약한 지 에 처해있는 여성 고령근로

자,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고령근로자, 비임  고령근로자의 고령자 근로권 보

장에 한 문제는 그 긴요함이 더해진다. 이러한 문제에 한 연구까지 이르

지 못한 은 한계로 지 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고령자 근로에 한 

권리와 보호에 한 선행 연구가 무한 상황에서 고령자 근로권의 문제를 제

기하고 그 개념을 생성하는 데 일단의 의의를 두고 여기서 검토하지 못한 이

러한 문제들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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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well-known that Aging is rapidly progressing in Korea. Aging has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national economy as it causes reduction of 

popula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Supporting elders to work is considered as 

possible solution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Aging society. Accordingly, all 

different kinds of policies and systems have been adopted to promote the elderly's 

working participation. In order to expand and keep seniors employment, new 

understanding and protection for older workers is necessary. The key point is that 

we are lack of labors in aging society and thus, it is essential to encourage olders 

to work on the premise of older workers' working capacity.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expand older workers participation without any protections, the older 

worker's rights have not been received any spotlights on their valu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basic ideology of the labor law, special 

protections for older workers are needed to guarantee the worker's dignities.   

Think of the reason for labor law especially, policies and schemes related to older 

workers are to revised based on right to work of the aged. Retaining and 

expanding senior employment is an urgent and contemporary request of this 

coming era. Therefore, it is now to redesign and develope new systems for senior 

employment to guarantee the older workers' rights.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notion of "the aged right to work" and to 

establish detailed meanings and contents of their rights. The basis of the older 



workers' rights can be found from the right to work as defined in the Constitution 

and a number of standard and principles set forth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the specificity of the elderly's right to work can be extracted 

inductively based on the current legal system on the aged.

Accordingly, "the aged right to work" means any specific rights required to 

ensure working rights such as 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safety protection based the peculiarities of older 

workers among the constitutional right of work. Specific contents of older workers' 

rights that need to be stressed out are: first, guarantee of working opportunities, 

second, ensure the equal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of labor, third, protection 

of employment, fourth, protection of the working condition and environment for 

older workers, fifth, ensure a proper wage, sixth, protection of the workpla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sed on the such meanings, this paper reviews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and mandatory retirement system. In specific, it 

deals with legitimacy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and its following issues. 

This paper realizes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as a scheme to protect 

older workers rights but reviewed it based on age discrimination point of views. 

Mandatory retirement system has double-sided characters as it protects employment 

until a certain age but deprives employment when the person reaches that age. 

Therefore, in order to justify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from age 

discrimination, protecting older workers' rights are to be highlighted as a key 

evidence of the aged’s rights such as employment maintenance,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s in ways that guarantees the worker's dignities etc. In this 

way, mandatory retirement system may be justified by workers of all ages and 

secured its inevitability and necessity. We can also deal with the abolition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in the extension of such discussion. At this moment, 

existing mandatory retirement system will promote right to work of the aged 

rather than abolishing on the premise that the retirement age will be lifted to the 

above pension ag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prohibiting the age 

discrimination, directions of mandatory retirement system needs to be coordinated 

in some way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exploring the flexible retirement 

system, such as that allows selection of the retire age to employees freely in a 



certain range over pension age.

Next, this paper examines individual employment issues occurs while progressing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Each issues are related to the right to work of 

the aged such as maintaining employment and working environment which must 

be guaranteed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s. Particularly, the key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termination of employment etc. need to be strictly 

protected. Accordingly, the paper reviews the wage system reform, fluctuations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such as change of occupation, part-time work 

transition and dismissal which could not be protected by outside the legal 

principle. In the wage system reform, procedures of collective decision-convergence 

for older workers in particular is the only checkrein and the minimal workers' 

protection which shall be observed in order to ensure right to work of the aged. 

Also, transferal or depositioning based on age or low-performance is done 

beforehand of the employment adjustment and so it must be interpreted rigorously 

according to protecting and maintaining employment of the aged. Part-time work 

may correspond to right to work of the aged as it offers employment 

opportunities or maintains employment. But par-time workers current poor 

environment shall be resolved beforehand. Also new approach is needed based on 

comparative judicial reviews to protect older workers who are currently positioned 

outside of dismissal protection. For example, by widening the scope of employer’s 

unfair practices involuntary resignation forced by employer will broaden the room 

to be recognized as a reference to the dismissal. From now on, some new 

detailed plans are needed to be developed the elderly’s right. And those various 

plans must be in line with protecting the aged right to work. 

Keywords : the aged right to work, older worker, employment of the aged,       

            mandatory retirement system, prohibition of age discrimination, wage  

            system reform, transferal, part-time work, dismissal

Student Number : 2008-3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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