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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독일의 해고구제제도에 관한 소묘*

李 哲 洙**

Ⅰ. 서

2003년 노사 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이 제시된 이후 해고제도의 개선의 필요

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표자들의 합

의를 거쳐 2006년 12월 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해고의 서면 통지, 보상제

의 도입, 벌칙 조항의 삭제와 이행강제  제도의 도입, 경 상 해고제도의 개선

이 개정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다.1) 번 해고법제의 개정  가장 큰 특징

은 이행강제  제도(근로기 법 제33조의6 제1항)와 해고보상  제도(근로기 법 

제33조의3 제3항)를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

을 확보하고 구제방식의 탄력성을 제고시키기 한 것으로 일단 정 으로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해고 구제가 단순히 특정 행 를 사후 으로 교정하는 보상  정의의 실 에 

그치지 않고 해고법제가 실에 제 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향도  역할을 담당하

여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하고도 효율 인 구제제도의 정립은 해고제

도 반의 성패를 가름하는 시 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에서 노동 원회의 역

할에 한 근원  재검토 는 노동법원의 도입과 같은 구조 인 측면뿐만 아니

라, 제소기간의 제한⋅화해제도의 활성화⋅보상 제도의 구체  정비 등과 같은 

기능  측면에 이르기까지 발 인 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

이다. 본고에서는 그 일환으로 독일의 해고구제제도를 분석⋅소개함으로써 우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자세한 내용은, 이철수, “개정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노동법연구 제22호(서

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관악사, 2007, 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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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의미한 시사 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에서는 부당해고가 노동법원을 통해 구제되는 사정에서 드

러나듯 우리와 근본 으로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독일법의 내재

 논리에 따라 구제제도의 모습을 있는 그 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독일의 해고 구제제도의 내용과 특성을 우리의 문제의식을 투

하여 묘사하는 것을 일차  목 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유의미한 

몇 가지 정책  함의를 제시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Ⅱ. 독일 해고제도의 주요내용

1. 민법상의 통상해고  즉시해고

1) 통상해고

통상해고는 본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되는 근로 계를 해지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라 하더라도 근로 계의 양당사자가 

통상해고를 할 권리에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하다. 원칙 으로 

모든 사용자 는 근로자는 민법  근로계약상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기간을 

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사용자는 해고보호법상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근로자에 한 통상해고

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컨  임산부, 증장애인, 사업장조직법상의 직무담당

자 등에 해서는 해고보호법상 특별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민법 제623조에서는 해고 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 계를 종료시키는 경

우에는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효하고 자 방식(die elektronische 

Form)은 제외된다는 을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해 

송된 해고통지는 유효하지 못하다.3)

 2) 이는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설조항으로서 그 이전까지는 해고의사표시
와 형식에 대한 특별제한이 없어 다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구두에 의한 해고의 의
사표시 역시 유효하였다.

 3) Busemann, Andreas/Schäfer, Horst, Kündigung und Kündigungsschutz im Arbeitsverhältnis, 
5.Auflage, Erich Schmidt, Berlin, 2006, S.98; Däubler, Wolfgang, Internet und 
Arbeitsrecht, Bund-Verl., Frankfurt am Main, 2004, S.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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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에 해서는 민법 제622조상의 해고 고기간이 용된다. 근로 계에 

해서는 4주의 고기간을 두어 역월의 15일 는 그 월말에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를 할 수 있는데(동조 1항) 이는 사용자건 근로자건 근로 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근로 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모두 용된다. 동조 2항에서는 사

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Betrieb) 는 기업(Unternehmen)

에서의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인 해고 고기간을 정하고 있다. 근속기간이 각 

2, 5, 8, 10, 12, 15, 20년 이상인 경우 해고 고기간은 각 1, 2, 3, 4, 5, 6, 7개

월이다. 한 최장 6개월을 한도로 정해진 채용기간 에 있는 근로자에 해서

는 2주의 해고 고기간을 두어 해고할 수 있다(동조 3항). 한 단체 약에 의하

여 법정 해고 고기간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동조 4항). 개별계약을 통해서는 법

정 해고 고기간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한 법에서 허용

하는 두 종류의 경우, 즉, 첫째, 근로자가 임시  보조(vorübergehende Aushilfe)4)

를 하여 고용된 경우로서 근로 계가 3개월 미만인 경우(동항 1호), 둘째, 상시 

20인 이하의 근로자(단, 직업훈련을 한 재직자를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해고 고기간을 4주보다 짧지 않게 정한 경우(동항 2호)에는 개별계약을 통해 법

정 해고 고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동조 5항). 

2) 즉시해고(außerordentliche Kündigung)

민법 제626조에서는 “ 한 사유에 의한 즉시해고”에 하여 규정하고 있다. 

“ 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계속  근로 계의 어느 한 당사자는 해고 고

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 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즉, 동조 1항에

서는 “개별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계약당사자 방의 이익을 형량할 때 

해고 고기간의 경과시 는 고용 계의 약정된 종료시까지 고용 계를 계속하

는 것을 해고하는 자에게 기 할 수 없게 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때에는 각 계약

당사자는 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 고기간을 두지 않고 고용 계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 한 사유”는 법 으로 그 정의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불확실하고 추상

인 개념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마다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단할 수밖에 없다. 례에 의하면 즉시해고를 정당화시킬 

 4) 예컨대 정규인력이 급작스럽게 일할 수 없는 경우나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등에 투입된 인력을 의미한다(Busemann/Schäfer,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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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2단계에 걸쳐 검토된다.5) 1단계는 특

정한 사실 계가 한 사유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한 검토이다. 이 

차에서 개별 사례에서 문제되는 특별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 2단계는 개별 

사례에서의 특별한 상황들에 한 합리 인 고려와 계되는 이익형량의 단계이

다. 이 단계에서는 해고를 행한 자에게 통상해고를 한 해고 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는 약정된 근로 계 종료시까지 근로 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기 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한 단이 이루어진다. 

즉시해고에 해서는 비례성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이 용되기 때

문에 즉시해고는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례의 일치된 

견해이다.6) 따라서 해고 상자에게 해고 이외의 보다 완화된 수단을 취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해고 상자에 한 경고(Abmahnung) 

는 일반해고가 완화된 수단에 해당될 수 있다. 컨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약

반 인 행 에 해 이러한 행 의 부당함과 이러한 행 를 개선하지 않는 경

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  결과가 래될 수 있다는 을 명시 으

로 경고해야 한다.7) 다만, 경고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장래에 계약을 수하여 행

할 것이라는 을 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 으로 경고 없이 해고가 가

능하다.8) 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당해 사업장 는 기업 내에

서의 다른 일자리 제공, 배치 환 등 해고보다 완화된 다른 조치를 시도하여야 

한다.9)

다음으로 즉시해고를 한 “ 한 사유”를 단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 측

의 원칙(Prognoseprinzip)”이 용된다. 이에 의하면 어떠한 하나의 사실 계는 

그것이 장래를 향하여 구체 으로 근로 계에 부정 으로 작용할 때에만 즉시해

고를 한 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10) 그러나 어떤 사실이 재 

근로계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장래에 한 

 5) Henssler/Willemsen/Kalb (Hrsg.), S.1787; BAG 17.5.1984, 2 AZR 3/83; BAG 2.3.1989, 
2 AZR 280/88.

 6) BAG 30.5.1978, 2AZR630/76; BAG 9.7.1998, 2AZR201/98; Henssler/Willemsen/Kalb 
(Hrsg.), S.1793.

 7) Henssler/Willemsen/Kalb (Hrsg.), S.1793.
 8) BAG 17.2.1994, 2 AZR 616/93, AP Nr. 116 zu § 626 BGB.
 9) BAG 5.2.1998, AP Nr.143 zu §626 BGB.
10) BAG 9.3.1995, 2 AZR 497/94; BAG 21.11.1996, 2AZR 357/95, AP Nr.123, 130 zu § 

626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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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효과까지 단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와 련된 학

설, 례 등의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계약 반 행 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장래에 한 부정  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 를 반복할 험성

은 행 자가 행 에 한 경고를 무시할 것이라는 이 인정되는 경우에 존재한

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 근로 계의 존속을 한 토 가 다시 회복될 수 없

을 정도로 괴되었다면 행 반복의 험성 여부와 계없이 장래에 한 부정

인 측이 가능하다고 본다.11)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해고할 수 있는 한 사유의 구체 인 사례집단들은 

례를 통하여 방 하고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그 표 인 들을 살펴보

면12)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나 자신의 직장동료를 다른 직장 는 

자신이 경 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스카우트 하는 행 , 음주, 마약복용 지에 

반한 경우, 업무상의 무능력, 업무실  불량, 계속 인 질병, 기타 근로자 일신

과 련된 사유,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이에 하여 

사용자에게 신고  증거제출을 해야 하는 법  의무를 반한 경우,13) 근로거부

로 인한 근로계약상의 근로의무 반, 맡겨진 업무를 한 능력에 의해 이행하

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의 부정행 , 업무와 련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잦은 지

각이나 조퇴, 근거 없이 부당하게 긴 간휴식 등 근로시간 수와 련된 의무

반 행 , 직장 내 다른 근로자들에 한 성희롱, 사업장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

친 경우로서 동료직원을 모독하는 행 , 지나친 정치선동 등을 삼가도록 하는 

사업장 내 규칙을 고의 으로 하게 반한 경우 등, 고객이나 다른 근로자, 

노동조합 등이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이른바 강요된 해고

(Druckkündigung)의 경우)로서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편에서 그를 보호하기 한 

모든 조치를 다하 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로 인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 경업 지 반, 지된 부수  활동(부업 등)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법 

반 행  등을 형사 고발한 경우, 근로자가 형사처벌 상이 되는 행 를 한 경우

11) Henssler/Willemsen/Kalb (Hrsg.), S.1788.
12) Henssler/Willemsen/Kalb (Hrsg.), S.1800 ff, Busemann/Schäfer, S.243ff 참조.
13) 임금계속지급법(Entgeltsfortzahlungsgesetz) 제5조에 의하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고 후에도 이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해고가 가능하다. 건강
한 근로자가 아프다고 속이고 휴가를 얻어 질병휴가시에만 지급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전형적인 즉시해고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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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고의 인 재물 괴행 , 도행 , 기타 고의 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

힌 경우,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근로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 컴퓨터 해

킹, 근무시간  사업장 내에서 지된 인터넷 사이트(음란, 폭력 사이트 등) 

속 등을 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 이외의 행 가 근로 계의 양 당사자들 간의 계

약상 계에 구체 으로 향을 미치는 경우. 즉, 근로자가 업무 외 행 나 언행

으로 인해 근로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거나 사용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경우 등이다.

즉시해고를 실시할 때에는 이익형량(Interessenabwägung)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근로 계가 즉시 종료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갖는 이익과 근로 계

를 지속시키는 경우 타방이 갖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것이다. 이익형량 시 고

려되어야 하는 것은 구체 으로 계약에 련된 제반 사정, 컨  계약 반의 

성  반의 정도, 과실의 정도, 반회수의 반복 험성 여부, 특별히 신임이 

두터웠던 지 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 근로 계 지속에 향을 끼치지 않는 기간

인지의 여부, 해고 고기간의 길이 등이다.14) 이익형량에 있어서 특히 근로 계 

지속의 기 가능성 유무가 문제된다. 즉시해고를 단행하기 해서는 일반해고를 

한 해고 고기간 는 본래 약정된 계약 계의 종료시 까지 근로 계를 지속

시키는 것을 기 할 수 없다는 기 불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 불가능성은 결국 구체  사례에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단되어야 하는 

문제이다.15) 

즉시해고는 해고권자가 해고의 기 를 이루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민법 제626조 2항). 이러한 제척기간을 둔 것은 근로 계의 지속 

여부를 조기에 확정시키려는 데에 그 목 이 있다.16)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더 

이상 당해 사실에 근거하여 즉시해고를 할 수 없다.

해고권자가 해고의 한 사유를 알고 있었지만 즉시해고의 권리를 포기하거

나 는 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 에 해 당사자를 용서한 경우에는 더 이

상 즉시해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를 들어 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고권자가 근로 계를 지속시키는 경우에는 해고권자가 묵시 으로 용서한 것으

로 볼 수 있다.17)

14) Brox/Rüthers, S.148.
15) Henssler/Willemsen/Kalb (Hrsg.), S.1791.
16) Brox/Rüthers,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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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즉시해고가 근거 없이 행해진 경우라도 민법 제140조18)에서 규정하고 있

는 무효행 의 환의 제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가장 빠른 시기에 행사할 수 있는 통상해고로 환하여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의 통상해고는 해고권자의 추정  의사에 부합하여야 하고 해고통보를 받는 

자도 이와 같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을 제로 한다.19)

2. 해고보호법에 의한 해고제도 규율

근로자는 근로 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련 조항 는 근로계

약이나 단체 약 상의 계규정 등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해지를 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근로자에 한 해고는 해고보호법상의 강행규정들에 의한 제한을 받는

다. 해고보호법에서는 해고의 사회  정당성 단, 해고근로자 구제 차 등에 

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본고의 주제인 해고구제소송  보상 등 해고구제제도와 

련된 내용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그 밖의 해고보호법상 주요 

내용에 해 먼  살펴보기로 한다.

1) 해고보호법의 용범

해고보호법은 일반 인 법  의미에서의 근로자, 즉, 사 인 계약을 근거로 사

용자의 업무를 해 종속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모든 자에 해 용된다.20) 다

만 동일 사업장 내지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 계를 지속하고 있는 자여야 한

다(제1조 1항). 따라서 트타임근로자나 수습기간 인 근로자 등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라면 모두 해고보호법의 용을 받게 된다. 간부사원도 원칙

으로 법의 용을 받는데 다만 법인의 법정 리인 직을 맡고 있는 자, 사단법인

에 한 법률, 규약 는 조합계약에 의해 정해진 사단법인의 표자 등에 해

서는 해고제한법이 용되지 않는다(제14조 1항).

해고보호법이 용되는 사업장은 통상 10인 이상의 근로자(직업훈련생은 제외)

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제23조 1항). 2003년 말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17) Brox/Rüthers, S.150.
18) 민법 제140조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사자

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19) Brox/Rüthers, SS.150-151.
20) Busemann/Schäfer, S.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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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던 것을 2004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인데 개정법 이

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이미 고용되어 있던 자들은 계속 으로 해고보호법의 

용을 받는다(동조 동항 3문). 한편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주당 20시

간 이하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0.5명으로, 주당 30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근로자는 

0.75명으로 간주한다(동조 동항 4문). 

2) 해고의 사회  정당성 단

법 1조 1항에서는 사회 으로 정당하지 못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면서 사회  

정당성 여부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는 근로자 계속 고용

을 불가능하게 하는 긴박한 경 상의 사유를 통해 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일반 사업장에서의 사업장 원회 는 공공부문에서의 직원 의회

(Personalrat)가 사업장 원회법 는 직원 표법(Personalvertretungsgesetz)에 근거

하여 해고에 해 서면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 고 이러한 이의제

기가 해고보호법 1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업장조직법 95조에 의한 해고 상자선발지침 는 공공부문에서의 해고 상자

선발지침에 반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여 계속 고용시

킬 수 있는 경우 는 직교육이나 계속교육 이후에 계속고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도 당해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동조 동항 2문, 3문). 해고

사유에 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해고의 정당성 단에 있어서는 근

로 계존속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익과 근로 계종료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간의 

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 , 정신  능력의 결여, 질병 등이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해

당될 수 있다.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에 필요한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도 일신상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자의 질병을 이유로 행하는 해

고가 유효하기 해서는 특별히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구체  사안에

서는 범 한 이익형량을 필요로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나타난 사업장의 이익

침해, 컨  작업진행상태에 장애 는 경제  손실 등을 더 이상 사용자에게 

가시킬 수 없는 경우 질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사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21) 근로자가 노령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하 는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근

21) Brox/Rüthers, 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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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업무능력 하가 다른 비교가능한 고령 노동자들에 비해 히 심각한 

경우에 해고사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22) 

한편 근로계약 반행 , 사내질서 는 규정 반행 , 근로 계와 련된 범

죄행  등은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

고의 경우 통상해고이건 즉시해고이건 비례의 원칙이 용되어 경고가 선행되어

야 한다.23) 연방노동법원 례에 의하면 업무 역, 모든 다른 근로자들과의 공동

역, 경 상의 역 등에서 근로자의 유책한 작  는 부작 에 의해 근로 계

가 구체 으로 향받는 경우에 행태상의 해고사유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향을 받는다는 것은 업무의 진행이나 사업장 내의 평화가 구체 으로 방해받는 

것을 의미한다.24) 특히 요한 것은 근로자가 비난받을 만한 계약 반행 를 하

는지, 그로 인하여 근로 계상의 주된 의무  부수  의무를 침해하 는지 여

부이다. 

계속 고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긴박한 경 상의 사유는 크게 기업내부  사정

으로 인한 경우와 기업외부  사정으로 인한 경우로 나뉜다. 기업 내외  사정에 

따른 사용자의 경 상의 결정에 따라 노동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해고가 불가피

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컨  사업의 일부 는 부의 휴업, 비용 감

을 한 기업합리화, 아웃소싱, 자유직 는 견직근로자로의 정규근로자 체, 

다른 사업부로의 업무이  등이 표 인 기업내부  사정으로 인한 사유에 해

당될 수 있고 주문감소, 매출감소, 신용 출 단, 기업외부인인 특정 로젝트 

탁자에 의한 로젝트 취소 는 축소 등이 기업외부  사정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25)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단에서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사회  

을 고려하여 해고 상자가 정당하게 선발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해 법 

1조 3항 1문에서는 해고 상자 선발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속기간, 연령, 생계의

무, 증장애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거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22) Wallner, Franz X, Die Änderungskündigung, Beck, München, 2005, S.157.
23) Brox/Rüthers, S.201.
24) BAG 20.7.1989 AP Nr.2 zu §1 KSchG 1969, BAG 6.6.1984 AP Nr.11 zu §1 KSchG 

1969.
25) Picot, Gerhard/Schnitker, Elmar, Arbeitsrecht bei Unternehmenskauf und Restrukturierung, 

Beck, München, 2001,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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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로 선발된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한 와 같은 상자 선발시 고려되는 

네 가지 사항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여부에 하여 단체 약, 사업장 정, 는 

직원 표법상의 해고 상자선발지침 등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 이러한 평가기

과 련하여서는 한 하자에 해서만 심사될 수 있다(동조 4항). 한 하

자가 없는 한 상자 선발에 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동항 2문에서는 어느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그의 지식, 능력, 업무실  

등으로 인해 는 사업장 내 인사조직의 보장을 해 “정당한 사업상의 이익”에 

계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는 해고 상자 선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내용으로서 근로자 보호의 사회

 보다는 사업상 필요성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26)

한 사업장조직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 체 는 부분에게 

불이익을 래할 수 있는 사업장변경으로 인한 근로자 해고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업장 원회가 해고근로자의 성명이 명시된 이익조정(Interessenausgleich)27)에 

합의하 다면 이는 법 소정의 긴박한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

로 추측하고 다만 해고자선발에 한 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만 심사될 수 

있다(동조 5항). 

3. 변경해약고지 제도

해고보호법 제2조에서는 변경해약고지에 해 “사용자가 근로 계를 해지하면

서 이 해지를 변경된 근로조건하에서의 근로 계 존속과 결합시켜 제안하는 경

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의사표시가 근로조건 변경의 제안과의 결합 속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 계가 종료되지 않

도록 하기 해서는 변경제안을 수락해야만 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변경해약고지는 두 개의 의사표시, 즉, 해고와 새로운 계약의 제안으로 구성된 

26) Henssler/Willemsen/Kalb (Hrsg.), S.2528.
27) 이익조정은 사업장변경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 사용자와 사업장위원회가 정하는 것

으로서 법적으로 사업장협정(Betriebsvereinbarung)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와 
달리 사업장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을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사업장위원회 간에 정하는 사회적 계획(Sozialplan)은 사업장협정과 동
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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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 계해지, 즉, 해고는 유효한 변경해약

고지의 첫 번째 요소이고 변경해약고지에 해서는 해고에 한 모든 법원칙들

이 용된다. 컨  사용자는 해고 고기간을 수해야 하고 사업장조직법상 사

업장 원회의 참여가 보장되며 근로자가 변경해약고지의 법성을 다투고자 한

다면 해고보호법상의 제소기간을 수하여야 한다. 한 변경해약고지의 경우에

도 임신 인 근로자, 육아휴직 인 근로자, 증장애인 근로자, 사업장조직 직무

담당자 등에 한 해고에 한 특별 보호 규정들이 용된다. 

두 번째 요소로서의 변경제안은 민법 제145조28)의 제조건에 따른, 이미 특

정된 는 특정할 수 있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반하는 계속고용의 제안을 의미

한다. 변경해약고지는 부 는 일부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는 근로 계의 

존속을 목 으로 하는 것이다. 

변경(Änderung)이라 함은 지 까지의 근로 계의 내용과는 질  는 양 으

로 달라짐을 의미한다. 근로 계의 존속(Fortsetzung)이라 함은 근로자가 당해 사

업장 일원으로서의 소속을 유지한다는 것이지 사업장 내에서의 업무활동의 유지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련하여 근로자에게 자유직(freie Mitarbeiter)29)

으로 고용하겠다는 제안을 포함한 변경해약고지를 하는 것이 근로 계를 존속시

키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조조정 결정에 의해 다수의 일자리

를 없애고 변경해약고지에서 자유직계약 계 형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변경해약고지가 아니라 실질 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

다는 견해가 지배 이다.30) 한 근로 계의 존속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된다. 사용자가 변경해약고지에서 기한부 근로 계의 존속을 제안한 

경우 이를 변경해약고지 사안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순한 해고의 사안으로 보아

야 하는지에 해 다툼이 있다. 연방노동법원도 이에 해 각기 다른 입장의 

결들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변경해약고지제도의 취지가 일자리 상실에 한 

28) 이는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조항으로 “타인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자는 그 
청약에 구속된다. 그러나 그가 구속을 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29) 자유직은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 기업만을 위해 
일하고 있고 그 보수가 그의 생계기반을 형성하여 당해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되어 일정 범위에서 노동법적 보호를 받는다.

30) Wallner, 2005,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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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을 고려할 때 기한부 근로 계 

존속을 제안하는 변경해약고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비 이 가해진다.31)

일반 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변경해약고지에 해서도 비례의 원칙  최후수

단의 원칙이 용되기 때문에32)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해

약고지보다 완화된 다른 한 모든 수단들을 이용한 후에 변경해약고지를 행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이미 다른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 컨  

유효한 단체 약의 변경을 통해― 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다른 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해약고지 없이도 동일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에 행해진 변경해약고지는 법하다. 연방노동법원 례의 일 된 입장에 의하면 

변경해약고지가 해고, 즉, 근로 계 존속에 한 험성과 늘 연결되어 있다는 

으로 인해 이른바 “과잉변경해약고지(überflüssige Änderungskündigung)”는 비

례성을 상실하여 무효가 되고, 다만 근로자가 변경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한

해서 유효하다고 한다.33) 

민법 제623조에서 변경해약고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변경해약고지 역시 

동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  학설의 입장이다.34)

사용자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은 근로자가 단순한 동의의 의사표시만으로 이

를 수락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 으로 명확하고 특정되어 있거나 는 어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가능한 안

들만 제시하여 근로자로 하여  의문이 제기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근로자가 해고보호법 제2

조 상의 유보부 수락을 할 수 없다면 동 규정에 따른 법  보호 역시 용될 수 

없다.

사용자의 변경해약고지에 해 근로자는 제안받은 로 수락하거나 거 하거

나 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화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유보 으

로 수락하는 세 가지 입장  하나를 취할 수 있다.

31) Wallner, Franz X, Die ordentliche Änderungskündigung des Arbeitgebers, Duncker und 
Humblot, Belrin, 2001, S.123ff.

32) Wallner, 2005, S.49.
33) BAG 28.4.1982, AP Nr.3 zu §2 KSchG 1969, BAG 9.7.1997, AP Nr.233 zu §§22, 23 

BAT 1975.
34) Henssler/Willemsen/Kalb (Hrsg.), S.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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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 즉 무조건  수락

의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 하에서의 근로 계가 지속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락 여부 결정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 근로자는 민

법 제148조35)에 따라 사용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계획의 안정 인 실행을 해 사용자가 수락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로부터 변경해약고지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해 고려할 시간이 어느 정도 보

장되어야 하는가에 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다. 다만 연방노동법원은 근로자가 

변경해약고지의 수락 여부 결정을 해 숙고할 시간은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보

고 있다.36) 그러나 이는 일률 으로 단정할 문제는 아니고 문제되는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과 범 가 어느 정도의 고려시간을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37) 

변경해약고지의 제안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해고보호법 제1조에 

따라 사회 으로 정당하다는 유보 하에서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즉, 조건부 

수락이 가능하다(해고보호법 제2조 1문 후단). 이러한 유보는 해고 고기간 내에, 

늦어도 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로부터 3주의 기간 내에 표명해야 한다(동조 

2문). 

만일 근로자가 유보하에 제안을 받아들 지만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유보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따라 법

으로는 유보 없이 근로조건변경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근로 계는 변경된 새로운 근로조건 하에서 존속된다. 

근로자가 변경제안을 거 하거나 기간에 맞추어 수락하지 않고 변경해약고지

에 포함되어 있는 해고에 해 제소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않

으면 근로 계는 종료되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는 일

반 인 해고구제소송 차에 따라 다루어진다. 

해고보호법 제2조 1항과 제8조에 의하면 변경해약고지의 사회  정당성 단

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한지 여부이다. 근

35) 민법 제148조: 청약자가 청약의 승낙에 대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승낙은 이 기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36) BAG 27.9.1984, AP Nr. 8 zu §2KSchG 1969, BAG 25.2.1988, RzK I 5c Nr.26, BAG 
29.11.1990, RzK I 5a Nr.4.

37) Wallner, 2005,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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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유보 하에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락하게 되면 변경해약고지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근로조건 변경의 사회  정당성은 변경해약고지의 유효성 인정을 한 제조건

이 된다. 따라서 “사회  정당성”은 변경해약고지의 실체법  효력을 결정하게 

되고 최종 으로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변경이 철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게 되는 것이다. 변경해약고지의 사회  정당성 단 기 에 있어서는 최후수단

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을 비롯한 여타 해고의 정당성 단 기 이 원용된다. 

따라서 변경해약고지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행태상 사유, 긴박한 경

상의 사유가 문제된다. 통설과 례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두 단계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첫째, 사유(Grund) 그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둘째,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조건을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된다고 한다.38) 요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존재하는 사실 계

가 원칙 , 일반 으로 변경해약고지의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용자 

측면에서 검토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체 인 근로조건 변경 제안이 근

로자의 수락을 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기 가능성 여부가 검토된다. 변경의 

내용  변경해약고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치를 근로자가 수용할 것을 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4. 사업장 원회에 의한 해고 보호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조직법상 사업장

원회가 설치될 수 있다(제1조).39)

법 제102조 1항에 의하면 사업장 원회는 통상해고, 즉시해고, 변경해약고지 

등 모든 해고가 이루어지기 에 각 해고에 해 청취해야 하고 사용자는 사업

장 원회에 해고사유에 해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장 원회가 청취(Anhörung)하

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다. 

이 밖에도 제102조에서는 해고에 있어서 사업장 원회의 참여에 한 여러 사

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원회가 어떤 통상해고에 해 의심(Bedenken)이 되는 경우 늦어도 일

38) Wallner, 2005, S.128, BAG 18.10.1984, AP Nr.6 zu §1 KSchG 1969 soziale Auswahl.
39) 그러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사업장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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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이내에 그 의심의 이유를 서면으로 시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일주일 이내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는 사업장 원회가 당해 통상

해고에 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동조 2항 1문, 2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

시해고한 경우 사업장 원회가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

여 3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장 원회는 필요한 경우 입장 

표명을 하기 에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동조 2항 3문).

한 사업장 원회는 경 해고의 경우 해고 상자 선발에 있어 사용자가 사회

 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95조의 선발지침40)을 반한 경우, 해고 

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 내 다른 일자리 는 해당 기업 내의 다른 사업장 

내의 다른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경우41) 등의 경우 일주일의 기간 내

에 해고에 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1-5호). 사업장 원회가 해고

에 해 이의를 제기하여 항변하 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원회의 입장이 표명된 기록을 당해 근로자에게 달하여

야 한다(동조 제4항).

한편 사용자와 사업장 원회는 해고시 사업장 원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

장 원회의 동의하지 않을 권한에 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사공

동 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다(102조 6항). 사업장

원회 원, 미성년근로자  직업훈련생 표 원 등을 즉시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장 원회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법

원은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고 인정될 때에 

동의를 신할 수 있다(제103조 1항, 2항).

해고보호법 제3조에서는 해고된 근로자가 당해 해고를 사회 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된 후 1주일 이내에 사업장 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장 원회가 근로자의 이의제기

를 이유 있다고 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해야 

한다. 사업장 원회는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  근로자에게 당해 이의제기에 

한 의견표명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장 원회에 이

40) 해고대상자 선발에 관한 지침은 사업장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41) 이와 관련 연방노동법원은 사업장위원회가 단순히 추측에 의해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 어느 일자리에 계속 고용할 수 있을 지를 고려하
여 해고를 반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BAG 17.6.1999, 2AZR 608/98, AP Nr. 11 zu 
§102 BetrVG 1972 － Weiterbeschäf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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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이의제기를 한 것만으로 제소기간의 진행이 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실무상으로 동 규정은 별다른 의미는 갖지 못하고 근로자 해고에 한 사업장

원회의 참여에 한 규율은 사업장조직법 제102조, 103조 등으로 넘겨졌다고 할 

수 있다.42)

특정한 근로조건들을 변경할 때에는 사업장조직법 제87조, 99조에 의거하여 

사업장 원회가 공동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통상 20인 이상의 선거권 있는 근

로자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고용, 분류, 재배치, 근 등이 행해지기 에 사용

자가 이에 한 정보, 계획된 조치의 효과 등에 하여 사업장 원회에 알려야 

하고 계획된 조치에 해 사업장 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9조 1항). 사업

장 원회는 법 소정의 일정한 경우43)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사업장 원회

가 동의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법원에 그 동의의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것

을 신청할 수 있다(제99조 2항, 4항). 법 99조에 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게 변경된 근로조건의 용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변경해약고지를 

통보하기 에 사업장 원회의 공동결정이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

해야 한다. 를 들어 재 사로 일하는 근로자가 모직물 알 르기가 있어서 기존 

근로 계를 해지하고 낮은 단계의 임 이 용되는 주방보조인력으로 계속 고용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경우 이는 인사조치에 해당되어 공동결정 상이 된다.44)

42) Henssler/Willemsen/Kalb (Hrsg.), S.2570.
43) 1. 인사조치가 법률⋅단체협약⋅사업장협정에 위반된 경우, 2. 사업장조직법에 따라 정

해진 선발기준에 위반한 경우, 3. 인사조치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이 해고되거나 불이
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인사조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가하는 경우, 5. 법 제93조에 따라 사업장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충원
이 필요한 직책에 대해 공고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이를 중단한 경우, 6. 위법행위나 
법 제75조에 따른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사업장의 평온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4) BAG 3.11.1977, AP Nr.1 zu75 BPer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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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고구제제도

1. 해고구제소송(Kündigungsschutzklage)

1) 총설

노동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체 노동사건  근로 계 종료에 한 소송이 

부분을 차지한다는 에서 해고구제소송은 노동사건 소송 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45)

해고구제소송에 한 법  규율은 해고보호법을 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4조 1항에 따라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에 해 할 노동법원에 해고구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 해고보호법, 즉 2003년 12월 31일까지 용되고 있던 법에 의하면 근로자

가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사회 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sozial ungerechtfertigt)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동법 제4조 1항에 따라 해고된 때로부터 3주 이

내에 본 해고에 의한 근로 계 종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에 한 확인의 

소를 노동법원에 제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새로이 용되고 있는 

개정 해고보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 제4조 1항에 따라 해고의 사회  부당성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해고무효사유(rechtsunwirksam)에 해 해고된 때로부

터 3주의 기간 내에 제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해고보호법 제4조 1항에 의한 소는 형성효(Gestaltungswirkung)를 가짐에도46) 

불구하고 확인의 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해고를 행한 시 에 근로

계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 근로 계가 당해 해고를 통해 종료되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사용자가 여러 개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자는 원칙 으로 각각의 

해고에 해 근로 계는 당해 해고에 의해 종료되지 아니하 다는 확인을 구하

는 제소를 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근로 계존속의 

45) Boewer, Dietric Ausgwählte Aspekte des Kündigungsschutzprozesses, Recht der Arbeit 
(RdA), Beck, München, 2001, Heft 6, S.380. 

46) Stahlkacke, Eugen/Preis, Ulrich/Vossen, Reinhard, Kündigung und Kündigungsschutz im 
Arbeitsverhältnis 9.Auflage, Beck, München, 2005, S.684; Löwisch, Manfred/Spinner, 
Günter, Kommentar zumKündigungsschutzgesetz, 9.Auflage, Verl. Recht und Wirtschaf, 
Heidelberg, 2004, S.226.BAG 13.3.199 EzA §4 KSchG Nr.57, NZA 1997, S.844; BAG 
4.12.1997 EzA §242 BGB Rechtsmissbrauch Nr.3, NZA 1998, S.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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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해고보호법 제4

조 1항에 의한 해고구제소송 제기함과 더불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근로

계 존속에 한 일반 인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소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당해 해고가 사회 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해고 사유가 법

으로 무효라는 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법원에 본 건 해고로 인하여 근로 계는 종료되지 않

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4조 1문). 이러한 제소기간은 민

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 제253조 2항 규정에 상응한다. 근로자가 해고무효

를 기간 내에 주장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처음부터 법 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

주된다(제7조). 이와 같은 제소기간 규정은 근로자가 해고를 그 로 수용할 것인

지 아니면 재 상 그 무효성을 확인할 것인지 여부에 해 사용자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으로 한다.

제소기간은 통상해고, 변경해약고지, 즉시해고에 해 용된다(제4조 1문, 제

13조 1항 2문). 

제소기간과 련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외가 인정된다.

근로자가 기 되는 모든 주의를 다하 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해고구제소송

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소기간을 경과한 

소송도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로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법 인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사회의 고도로 발달된 통신수단 등을 고려할 때 근

로자가  정보를 받을 수 없었는지 여부는 구체 , 개별  상황에 따라 검토

되어야 할 문제라고 한다.47) 제소기간 경과 후의 제소 허용은 모성보호와 련하

여 여성이 3주의 제소기간 경과 이후에 비로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된다(제5조 1항). 

이와 같은 제소기간 경과 후의 제소시에는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의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 제소기간 경과 후의 제소는 

제소할 수 없었던 상태가 소멸된 후 2주까지 허용된다. 제소할 수 없었던 상태가 

47) Busemann/Schäfer, S.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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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 는 그의 리인인 변호사가 제소기간이 이미 경

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를 의미한다.

본래의 제소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소기간 경과 후의 

제소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동조 2, 3항).

3) 해고 유효 인정에 의한 근로 계 종료

법원이 해고의 사회  정당성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근

로 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결정된다. 근로 계의 종료시 은 통상해고

의 경우 해고 고기간이 종료한 때이고 즉시해고의 경우 즉시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는 근로 계 종료시 으로 정해진 때이다.

4) 해고 무효 인정에 의한 근로 계 존속

해고의 사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인 해고로 확인되면 근로 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해고시 부터의 소 임 이 지 된다. 

단 해고제한법 제11조에 의하면 1.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어 얻은 소

득, 2. 근로자가 기 가능한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득을 올릴 기회를 

악의 으로 포기한 경우, 3. 실업으로 인하여 받게 된 사회보험, 실업보험, 사회

법  2편 상의 생계보장, 사회부조  등에 의한 공법상 부 등의 간수입은 소

임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법원에 의해 근로 계의 계속이 인정되었지만 근로자가 이미 다른 새로

운 근로 계를 개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법원 결의 법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근로 계의 지속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이  사

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의사가 이  사용자에게 달되면 근로 계는 종

료된다. 이 경우 소 임 은 해고시 으로부터 새로운 근로 계가 개시된 시 까

지 인정된다(제12조).

5) 해고 무효를 인정하되 근로 계 종료  합의  지 을 결정하는 경우

해고무효를 인정하면서도 근로 계를 종료시키는 결을 내릴 수도 있다. 즉, 

법원이 해고가 무효라고 확인하 으나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 계의 지속을 기

할 수 없다고 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근로 계를 해소시키고 

신 사용자에게 한 합의  지 을 하도록 명하는 일종의 형성 결을 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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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9조 1항 1문). 

사업목 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 인 공동작업을 기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도 와 같은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다(동항 2문). 근

로자 는 사용자  한쪽이 신청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

능하다.48) 신청은 해당 소송의 항소심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되어야 한다.49) 

근로 계가 종료되는 시 은 통상해고의 경우 사회 으로 정당한 해고에 있어

서 정상 으로 근로 계가 종료되었을 시 이다(동조 2항). 즉시해고의 경우 직

 명문규정은 없지만 2004년 개정법에서부터 도입된 제13조 1항 4문에 따라 즉

시해고가 표명된 시 에 근로 계가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50)

법에서는 합의  지 의 최고한도를 원칙 으로 12개월분 임 으로 정하고 있

다(제10조 1항). 그러나 장기근속 고령노동자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근

로자가 50세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5년에 달하는 경우 15개월분 임 에 해당되

는 합의 을, 근로자가 55세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20년에 달하는 경우 18개월분 

임 에 해당되는 합의 을 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2항).

합의 은 실업보험, 의료보험, 노령연  등의 보험료 산정의 기 가 되는 원

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고 고기간을 수하지 않은 해고에 있어서 합의 의 수

령은 사회법  Ⅲ 제143조상의 실업 여 청구권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이에 

해서는 후술).

6) 즉시해고에 한 구제소송

즉시해고에 한 제소도 법 제4조 1문에 따른 3주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

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해고는 유효하게 된다(제13조 1항 2문).

즉시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 계의 지속을 기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의한 

근로 계의 종료와 사용자에 한 합의 지 결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지

만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즉시해지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 계의 종료를 구하는 신청은 할 수 없다(제13조 1항). 

사용자가 즉시해고를 단행하면서 보조 으로 통상해고의 의사표시도 한 경우 

48) Schau, Günte (Hrsg), Arbeitsrechts-Handbuch, 11.Auflage, Beck, München, 2005, S.1472.
49) LAG Berlin 5.5.1997 LAGE9 KSchG Nr.2.
50) Schaub (Hrsg), 2005, S.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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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두 가지 해고 모두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만일 통

상해고는 받아들인다면 해고 고기간 경과 후 비로소 근로 계가 종료된다는 

을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51)

즉시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즉시해고가 공서양속 반에 해당

되는 경우 무효행  환에 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40조상의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 통상해고로 환될 수 있다.52) 사용자가 항소심에서 즉시해고의 통

상해고로의 환을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원칙 으로 환된 통상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7) 공서양속 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반 해고에 한 구제소송

해고가 선량한 공서양속(die guten Sitten)에 반되는 경우 이 해고는 민법 제

138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어떠한 해고가 양속 반의 해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례마다의 모든 상황에 한 체 인 고려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무엇보

다도 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권이 하게 침해되는 경우 양속 반의 해고

에 해당된다.53) 를 들어 연방노동법원은 단순한 복수심으로 인한 해고는 양속

반의 해고라고 하고 있다.54) 공서양속 반해고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도 법 

제4조 1항에 따라 3주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13조 2항). 

한편 사법(私法) 체에 용되는 민법 제242조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노동법

과 해고 계법에 용되는 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되는 해고는 무효이고 따

라서 이러한 해고에 해서도 3주의 제소기간 내에 해고구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3조 3항). 연방노동법원 례에 의하면 경 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서 장기근속에 의해 얻게 된 근로 계 존속에 한 신뢰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해고 상자 선발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55)

51) Schaub (Hrsg), 2005, S.1462-1463.
52) 민법 제140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원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
른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53) Schaub (Hrsg), 2005, S.1280.
54) BAG 14.5.1964 AP 5 zu242 BGB ündigun.
55) BAG 21.2. 2001 AP 12 zu242 BGB ündi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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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해약고지에 한 구제소송

근로자는 통상 는 즉시변경해약고지의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기타의 사유들로 인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해고보호법 제4조 2문). 근로자는 변경해약고지의 통보가 

도달된 때로부터 3주간의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변경해약고지와 련된 모든 사실에 한 진술  입증책임을 부담

한다. 이는 해고보호법 제1조 2항 4문에 근거한다. 사용자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해고 지 등에 반하지 않았다는 , 사업장 원회의 청취, 동의 차 등을 법

하게 거쳤다는 을 진술,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제안한 근로조건 

변경의 불가피성에 해서도 입증해야 한다.

1) 유보부 수락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확인에 한 소송

근로자가 변경해약고지에 해 기간 내에 유보부 수락을 한 경우에는 근로조

건의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한지 여부에 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다. 제소시 계쟁 상은 변경해약고지에서의 해고의 의사표시에까지 미치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학설과 례는 근로조건 변경의 사회  정당성과 유효성 여부뿐

만 아니라 해고의 유효성 여부에까지 미친다고 본다.56)

근로자가 승소하게 되면 변경해약고지는 처음부터 법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다시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근

로조건하에서 근로하게 된다. 사용자측에서 승소하게 되면 기존 근로조건 하에서

의 근로 계는 해고 고기간 경과와 더불어 종료된다.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근로 계는 존속되기 때문에 해고보호법 제9조, 10조

의 합의 지  문제는 거론될 여지가 없고 다만 사용자가 악화된 근로조건에 

한 보상차원에서 임의 으로 보상 을 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2) 해고구제소송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제안을 거 하거나 기간 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경

56) Wallner, 2005, S. 261, BAG 23.3.1983, AP Nr.1 zu §6KSchG 1969. 실무상으로도 소
장에 변경해약고지에 의한 근로관계의 유효성, 정당성 여부 및 근로관계가 기존 근로
조건에 따라 계속 존속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을 모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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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근로 계가 종료되고 이후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기존 근로조

건 하에서의 근로 계 존속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경해약고지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의 정당성 여부가 단된다. 근로조건 변경이 사회 으로 정

당하고 다른 무효사유도 없다면 해고는 유효하여 근로 계가 종료되었다는 결

이 내려지게 되고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유

에 의해 무효라면 해고를 통해 근로 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결이 내려지게 

된다.

3. 경 해고시 부제소 합의를 제로 하는 합의  지

1) 합의  지  조건

법 제1a조에서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 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

우 당해 근로자가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이후 3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고

구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합의 청구권(Abfindungsanspruch)을 갖

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합의 액의 한도는 1년의 근속년수에 해 

0.5개월분 임 이다. 이는 2004년 1월부터 용되고 있는 신설조항으로서 경 해

고시 근로 계 종료 여부의 법  확정을 용이하게 하여 구조조정시 기업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을 목 으로 한다.57) 근로자의 일신상, 행태상 사유에 의한 해고

의 경우에 이 규정은 용될 여지가 없다.

근로자의 합의  청구권은 제소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발생된다.

한편  합의 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 제안을 수락할지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지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는 에서 해고보호법 제9조  10조상의 합의 과는 구별된다. 후자는 사용자 

는 근로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을 내리면 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합의  지 과 근로 계 종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 사회  계획에 의한 합의 과의 계

연방노동법원은 최근 례에서 이러한 합의 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계

약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경 해고에 앞서 근로자 보호 수단을 강구하기 

57) Quecke, Martin, Die Änderung des Kündigungsschutzgesetz zum 1.1.2004, Recht der 
Arbeit (RdA), Beck, München, 2004, Heft 2, S.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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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업장 원회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사회  계약(sozialplan)에 의해 지 되

는 합의 과는 완 히 다른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58) 

연방노동법원의 1983년 례에 의하면 사회  계획에서 해고 이후 해고의 효력

을 다투는 소의 제기 는 기타 근로 계 종료 여부와 련된 일체의 청구를 하

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해고 근로자에 한 합의  지 을 규정하는 것은 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고 이 례의 입장은 지 까지 유지되

어 오고 있다.59) 사업장조직법에서 명시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  

계획은 사용자에 의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  불이익을 조정하

고 완화하는 데에 그 목 이 있기 때문에 만일 사회  계획에 의한 합의  지

이 근로자가 사법 기 에 의해 보호 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면 이러한 부는 법상 사회  계획 본래의 의미와 목 에 모순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사회  계획은 사용자의 문제해결의 이익을 해 이용되

는 제도가 아니고 구조조정 등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행해질 수 있는 사용자의 

법  실수로 인한 험을 사회  계획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해고보호법 제1조a에 의한 합의 과 사회  계획

상의 합의  규정의 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법 개정 당시부터 지 되

어 왔는데60) 이는 실제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보호법 제1조a에 의거하여 합의

을 지 하는 경우 다시 추가 으로 사회  계획에 의한 합의 을 지 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면 법에 의한 합의 이 사회  계획에 

의한 합의 을 신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 경우 근로자는 향후 

해고 련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연방노동

법원 례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사회  계약에서 정하는 것은 법한 것

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3) 실업 여와의 계

사회법  제3편(Sozialgesetzbuch Ⅲ)상의 실업 여와 련하여 해고보호법 제

1a조상의 합의 은 보험료납부의무의 상인 임 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한 합

의 이 지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경 해고가 통상의 해고 고기간을 수하여 

58) BAG 2005.5.31. - 1 AZR 254/04.
59) BAG 1983.12.20. - 1 AZR 442/82.
60) Quecke, S.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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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면 사회법  제3편 제143a조상의 실업 여 청구권 정지의 제조건으

로서의 합의  해당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퇴직보상  지 에 따른 실업 여 

청구권 정지에 해서는 후술).

한편 사회법  제3편 제144조에서는 근로자가 한 이유 없이 실업보험에 

반하는(Versicherungswidrig) 법 소정의 행 를 한 경우 일정기간 실업 여 지

을 지하는 “ 여지  지기간(Sperrzeit)”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련하여 

특히 동조 1항 1호에 따른 지사유가 문제된다. 즉, 1호에서는 “근로자가 고용

계를 해소하 거나 근로 계 반행 를 통해 고용 계 해소(Lösung)의 동기를 

부여하 고 이를 통해 고의 는 한 과실로 실업을 야기한 경우”를 여지

 지기간 발생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해고보호법 제1a조에 

따라 해고에 한 부제소합의를 하고 합의 을 받는 행 가  1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입법 당시 다투어졌고 당시 학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 이었다. 이는 기존의 연방사회법원 례61)에 따르면 1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행 는 근로자가 극  행 (actives Verhalten)를 통해 고용 계 종료 

과정에 스스로 참가하는 행 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지 법 으로 부당한 해고를 

받아들이는 행 , 컨  해고구제소송을 포기하는 행 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는 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62) 

그러나 최근 연방사회법원의 경향과 련하여 이러한 해석이 실무에서 계속 유

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해서는 회의 인 지 이 가해지기도 한다.63) 연방사회법

원은 2003년 례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 계청산합의(Abwicklungsvertrag)

를 체결한 것이 근로자가 고용 계 종료 과정에 참가한 행 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하는 실업 여 지  지기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단하

다.64) 이는 기존 례, 학설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서 그간 법원은 근로 계청산

합의는 합의해지(Aufhebungsvertrag)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 자는 실업 여 

지  지기간의 사유가 되지 않지만 후자는 지기간의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

기 때문에 실무상 근로자의 실업 여 수  혜택을 해서는 합의해지 신 근

로 계청산합의의 형식으로 근로 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었다.65) 그

61) BSG 25.4.2002, AP Nr.8 zu119 AFG.
62) Raab, Thomas, Der Abfindungsanspruch geäß1a KSchG, Recht der Arbeit (RdA), Beck, 

München, 1, 2005, S.11.
63) Raab, S.11.
64) BSG 18.12.2003, NZA 2004,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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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연방사회법원의 새로운 입장의 결에 따라 근로 계청산합의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업 여 혜택을 받는다는 보장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

었다.

4. 해고구제 소송기간 의 계속고용청구 

사업장 원회가 통상해고에 해 법정 기간  규정 등에 맞추어 이의를 제기

하고 근로자가 해고보호법에 의거하여 근로 계가 해고를 통해 종료되지 않았음

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고

고기간 경과 이후부터 법  분쟁 종결 시 까지 동일한 근로조건하에서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법원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거하

여 계속고용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즉, 해고소송이 승소에 한 충분한 망 

없이 는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기 불가능한 경제  부담을 주는 경우, 사업장 원회의 이의제기가 

근거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사업장조직법102조 5항).

5. 퇴직보상  지 으로 인한 실업 여 지 의 제한

1) 원칙

실업 여(Arbeitslosengeld)제도에 해 규율하고 있는 행 독일법은 사회법  

제3편(Sozialgesetzbuch Ⅲ (SGB Ⅲ))이다. 2003년 Hartz 원회에 의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개정시 기존 실업 여 제도가 폭 으로 개정되었는바, 본 법은 

Hartz Ⅲ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법 제143a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통상 인 해고 고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근로 계 종료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 근로 계 종

료를 이유로 합의 (Abfindung), 보상 (Entschädigung) 는 기타 유사한 여

(Leistung) 등의 이른바 “퇴직보상 (Entlassungsentschädigung)”이 지 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의 실업수당 청구권은 법 소정 기간 동안 정지(Ruhen)되어 실업 여

65) 근로관계청산합의는 실질적으로는 합의해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
장 큰 차이점은 근로관계청산합의의 경우 합의에 앞서 이미 다른 근로관계 종료사유, 
특히 사용자측의 해고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Schaub, Günter, 
Arbeitsrecht von A-Z, 17.Auflage,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München, 2004,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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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고 고기간을 수하여 근로 계 종료가 이루어

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용되지 않아 실업 여 청구권 정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사용자가 해고 고기간이 경과되기 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 하는 보상 은 실제에 있어서 일반 으로 임 상당부분을 포함하게 된다는 

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66) 실업 여는 본래 근로자의 임 손실을 보

해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임 의 손실이 없다면 실업 여가 지 될 필요가 없다

는 취지인 것이다.

2) 퇴직보상 (Entlassungsentschädigung)의 의미

근로자가 근로 계 종료를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합의 , 보상 , 기타 유사한 

여 등 이른바 “퇴직보상 ”은 근로자가 근로 계 종료로 인하여 재산상태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것에 한 보상과 장래에 기존 임 보다 낮은 수 의 임  

는 실업수당 등을 받게 될 것에 한 보상의 의미에서 지 되는 을 포함하

는 의미이다. 퇴직보상 이 지 되는 경우 이러한 과 근로 계 종료와의 사

이에는 인과 계(Kausalzusammenhang)가 존재하여야 한다.67) 그러나 해고 고기

간이 수되지 않은 과 보상  간의 인과 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사회법원(Bundessozialgericht)의 입장이다.68)

연방사회법원의 례에서 퇴직보상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구체 인 

는 해고보호법 제9조  10조에 따른 법원 결에 의한 합의 ,69) 경 상 이

유에 의한 해고시 지 되는 사회  계획에 따른 보상 ,70) 퇴직시 아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사업장 내 고령자복지제도에 의해 지 될 연 ,71) 사업양

도를 이유로 지 되는 보상 ,72) 사용자의 계약 반행 를 이유로 근로자가 정당

하게 근로 계를 즉시해지하고 받게 된 보상  내지 보조 73) 등이다.

근로 계 종료시에 받은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 계 종료와는 상 없

66) Schaub (Hrsg), 2005, S.169.
67) Schaub (Hrsg), 2005, S.170.
68) BSG 21.9.1995 SozR 3-4100117 Nr.12 ＝ BSGE 76, 294 ＝ AP 13 zu117 AFG.
69) BSG 8.12.1987 SozR 4100117 Nr.21.
70) BSG 29.8.1991 SozR 3-4100117 Nr.6.
71) BSG 22.2.1984 SozR 4100118 Nr.13.
72) BSG 8.12.1987 SozR 4100118 Nr.21.
73) BSG 13.3.1990 SozR 3-4100117 N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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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퇴직보상 ”이 아니다. 컨  일정 연령 도달이나 

특정 사업장 소속을 이유로 받게 된 상 , 재직  발명에 한 보상  등은 비

록 퇴직시 받았다 하더라도 퇴직보상 에 해당되지 않는다.74)

3) 해고 고기간  실업 여 정지기간

동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업 여 청구권은 근로 계가 종료된 날부터 만

일 해고 고기간이 정상 으로 수되었더라면 당해 근로 계가 종료되었을 날

까지의 기간 동안 정지되는데 이 기간은 근로 계 종료에 앞서 행해진 해고시

부터 개시되고 그러한 해고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 계 종료에 한 합의가 이

루어진 날부터 개시된다. 

한편 사용자에 의한 통상해고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 컨  단체 약 등에 의

해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 해서는 실업 여 정지기간을 정할 수 없게 된

다는 문제 을 고려하여 법에서는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첫째, 사용자의 해고가 

무기한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18개월의 해고 고기간을 용한다. 둘째, 사용

자의 해고가 기한부로 배제되어 있거나 한 사유로 인하여 고기간에 구속

되는 해고의 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만일 통상해고가 배제되지 않았다면 

기 으로 용되었을 해고 고기간을 용한다. 셋째 퇴직보상 을 지 해야만 

근로자를 통상 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 고기간을 1년으로 간주한다.

실업 여 청구가 정지되는 기간은 수되지 않은 통상 해고 고기간이 완 히 

경과될 때까지의 기간인데 이 기간은 최  1년까지 인정된다(동조 2항). 단 이 

기간에 해서는 다시 제한이 있는데 첫째,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월에 벌었던 임

이 계속 지 된다고 할 때 동조 1항에 따른 퇴직보상 의 60%를 벌기 해 

소요되었을 날을 과하지 않고(동조 동항 1호) 둘째, 근로 계 종료에 한 합

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계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근로계약 기간에 따를 

때 근로 계가 종료되었을 날을 과하지 않으며(동조 동항 2호) 셋째, 사용자가 

한 사유를 이유로 해고 고기간이 경과하기 에 근로자를 즉시해고 할 수 

있었던 경우 이 날을 과하지 않는다(동조 동항 3호). 세 번째 경우에서는 사용

자의 즉시해고권이 있는 때만을 의미하고 근로자의 즉시해지권이 있는 경우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즉시해고할 권한을 갖는 경

74) Schaub (Hrsg), 2005, 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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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개 근로자에게 보상 을 지 하지 않을 것임을 상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75) 한편 동조 동항에서 기 으로 삼고 있는 퇴직보상  60%의 비율은 5년 

근속연수  35세 이후부터 매 5년마다 5%씩 감소하게 되고 이 액은 퇴직보

상 의 25% 미만보다 어서는 안 된다(동조 동항 2문).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76)

근속년수
근로 계 종료 시 연령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5년 미만 60% 55% 50% 45% 40% 35%
5년 이상 55% 50% 45% 40% 35% 30%

10년 이상 50% 45% 40% 35% 30% 25%
15년 이상 45% 40% 35% 30% 25% 25%
20년 이상 40% 35% 30% 25% 25% 25%
25년 이상 35% 30% 25% 25% 25% 25%
30년 이상 25% 25% 25% 25% 25%
35년 이상 25% 25% 25% 25%

Ⅳ. 결  론

1)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해고제도는 민법상의 통상해고와 즉시해고

에 한 규정, 해고보호법상의 규정, 기타 사업장 원회 련 규정 등을 심으

로 규율되고 있고 해고근로자에 한 구제는 해고구제소송  근로 계 종료 결

정에 따른 합의  지 을 통해 도모되고 있다.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해서는 해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주의 기간 내에 당해 해고로 인하여 근로 계는 종료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

하는 소를 노동법원에 제기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해고

는 법 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법  불명확성으로 인한 분쟁

의 여지를 조기에 방지하고 있다.

75) Schaub (Hrsg), 2005, S.172.
76) Schaub (Hrsg), 2005,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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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소송에 해 노동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근로 계의 종료를 확

인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근로 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결 외에,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 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근

로 계를 종료시키는 신 근로자에게 합의 을 지 하도록 하는 결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합의  지 의 최고한도를 12개월분 임 으로 정하고 있고 고

령자와 장기근속자의 해서는 별도의 외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변경과 해고라는 두개의 요소가 결합된 변경해약고지에 있어서도 

그 구제제도는 기본 으로 일반 인 해고구제소송의 원칙들이 용된다. 다만 변

경해약고지의 제안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 으로 정당하다는 

유보 하에서 법 소정 기간 내에 이 제안을 수용하는 유보부 수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3주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조건 변경의 사회  정당성 결여, 

는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의 무효 등을 주장하여야 한다.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퇴직보상 이 지 된 경우에는 당해 해고가 해고

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행해진 때에 한하여 근로자의 실업 여 청구권이 정지된

다. 이는 개 퇴직보상 이 임 보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실업 여의 제한을 

가하기 해서이다. 이와 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

로 계청산합의(Abwicklungsvertrag)를 통해 일정한 품을 지 받은 경우에 과거

의 입장을 버리고 실업 여의 지 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다. 

한편 2004년부터 용되고 있는 개정 해고제한법에서는 경 상 이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해 합의 을 지 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경 해고 시의 분쟁

가능성을 이고자 도모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합의 제도와는 달리 법원

의 결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법  요건이 충족되면 일방  청구권

을 인정한다는 에 그 제도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는 경 상 

해고의 경우 법원을 통해 당해 해고의 당⋅부당을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

스로의 선택에 의해 이에 갈음하는  보상을 실 할 수 있게 되었다. 

2) 독일의 해고근로자 구제제도는 노동법원에 의한 근로 계존속 여부의 확인

과 합의 (Abfindung)제도로 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래 부터 통계상으

로 볼 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구제소송에 승소하여 근로 계의 존속이 확인되

어도 많은 근로자들이 과거의 일자리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합의 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실정이어서 독일의 해고보호법은 합의 법(Abfindungsgesetz)으로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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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렸다고 평가되기도 한다.77)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보상 제도의 도입에 해 노동계가 남용의 우려를 들어 

반 의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개정법에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

하도록 함으로써 다소 충 인 해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생각건  해

고제한의 목 이 근로 계의 존속을 보장하려는 데 있기는 하나, 신뢰 계를 

시하는 근로계약의 속성 상 근로 계 존속에 한 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에 의한 해결이 오히려 효과 일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이 제도

의 남용을 막기 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험을 감안한다면 수 이 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고보상제도

의 운 에 있어 노동 원회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측가능성을 

높이기 해 보상기 , 보상 차, 보상수  등에 한 보다 구체 인 규정의 정

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과 같이 구체  기 과 상한선을 법률에

서 설정하는 방식을 원용해 직하다. 왜냐하면 기본 인 보상기 을 법정함으로

써 노사 당사자에게 측가능성을 높여 주고 보상제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해 해결의 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기 때

문이다. 

그런데 경 상 해고의 경우에는 독일의 2004년 법개정과 같이 해고보상  내

지 합의 제도를 보다 극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 상 해고의 특

성상 합의  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 상 해고는 

부분 량으로 행해지는 바, 사용자측으로는 다수의 해고소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은 물론이고 자신의 경 단에 따른 기업운용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법정 보상  이상으로 합의 을 부담하더라도 조기에 분쟁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근로자측으로서도 경 정보의 비 칭성, 법원의 보

수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들다고 단하거나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

에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는  등을 감안하여 법정 보상 으로 만족하는 것이 

명하다고 단할 소지가 높을 것이다. 

해고보상제도 는 합의 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실업 여를 제한할 것인지의 

문제도 독일의 를 참조하여 입법론 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

77) Kempff, Gilbert, Grundrechte im Arbeitsverhältni, Bund-Verl., öln, 1988, SS. 27-28. 
Manfred Weiss/Marlene Schmidt, Labour Law and Industria Relations in German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 111.



李 哲 洙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3호 : 101～134132

하면 노동능력과 기회의 상실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보 하고자 하는 실업 여

의 취지에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합의 을 지 함으로써 근로 계를 종

국 으로 해소하기 해서는 합의  지 명령에 형성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노동 원회의 구제명령에 이러한 형성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

우 이론 으로 매우 어려운 쟁 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원 도입 문제와 

연 되어 있기도 하지만, 소송법 으로 면 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제소기간을 제한할 것을 입법론 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신의칙 는 실효의 법리에 의해 해석론상 이를 제한78)하고 있으나, 이는 

법  안정성의 견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제소기간은 국민의 재

청구권 행사와 련되기 때문에 그 제한에 있어서는 명확한 법  근거가 필요하

다. 근로 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속  채권 계라는 을 감안하면, 장기

간 법률 계가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률 계의 명

확성을 기하기 해서는 일정한 제소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를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이

를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는 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경우 독일

과 달리 부분의 해고 사건이 노동 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제소기간의 기산  

등을 달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해고구제제도, 해고보호법/사업장 원회법, 퇴직합의 제도, 한국에서의 

배상제도

78)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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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rief Survey on the Relief System for Dismissal 

in Germany

 79) Cheol-Soo Lee
*

As unfair dismissal in Germany has the structu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in Korea as seen in the situation that the unfair dismissal is relieved 

through Arbeitsgericht, it is needed to understand the relief system as it really is, 

following the immanent logic of the German law. For this reas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lief 

system for dismissal in Germany, and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in policy 

meaningful for us. 

In relation to the relief system for dismissal in Germany, this paper describes 

the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dismissal system of German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Civil Code, Protection Against Unfair Dismissal Act and Works 

Constitution Act in the first place, and then analyses and introduces in detail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ief system for dismissal. 

The relief system in Germany might be represented by confirmation of 

continuance of employment relations by Arbeitsgericht and the financial 

compensation system. Though the object of restriction on dismissal is to ensure 

the continuance of employment relations, in the case when further fruitful 

cooperation cannot be expected, the settlement with monetary compensations may 

rather be effective. The dismissal compens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amended in 2006, and it may be convincing 

considering the experience in Germany. It seems, however, necessary to prepare 

more concrete provisions concerning criteria, procedures, levels and etc. of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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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ion to enhance predictability in the operation of the dismissal 

compensation system. In that case, it seems worth while to adopt the way fixing 

the concrete standards and maximum in the law like in Germany. In the case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it may be necessary to try to seek cash 

settlement system more actively like in the German law amended in 2004, 

because the cash settlement system may be beneficial for both of the labor and 

the manag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In addition,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vely the question whether 

to limit unemployment benefits when a cash settlement is paid and whether to 

limit the period of filing a suit comparing with the examples in Germany. 

Key word: relief system for dismissal, Protection Against Unfair Dismissal Act / 

Works Constitution Act, settlement with monetary compensations, 

dismissal compensation system i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