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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노조법 

제2조 제6호),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주장의 관철’이다. 어떠

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가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

한 논의이다. 

이 논문은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노사관계 실무와 부합하면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갖

춘 해석론을 구성하려 하였다. 특히 3가지 널리 퍼진 견해를 반박하고자 

하였는데, ①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대상)사항에 한정된다, ② 권리분

쟁(사항)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쟁의행위는 근로(계

약)조건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법률을 보자면, 엄밀히 말해 우리 노조법에는 쟁의행위 정당한 ‘목

적’을 정한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

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하거나 “근로조건

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단체교섭(대상)사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판례 뿐 아

니라 학설 중에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단체교섭 사항이 ~ 해야 한다”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4요

건을 설명하다가, 이른바 경영(권)사항이 전면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한

일개발 사건 판결(1994)부터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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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 판결을 인용한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2001)부터는 아예 4요건에 관한 기초 법리의 설시도 없이 그대로 

“경영상의 조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는 판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많아졌다. 이는 ‘경영(권)사항’에 관한 쟁의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당위가 체계적인 논증을 압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논증의 선후에 어긋나는 일종의 역진(逆進)이다. 

한편으로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보아 쟁의

행위의 목적을 교섭사항과 관련시키는 것은 노동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계가 있다고들 하지만, 단체교섭 중심설의 토대 역

시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 요컨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을 단체교섭(대

상)사항에 한정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음은 ‘노동쟁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권리분쟁을 쟁의행위 목적에서 

제외하는 논리의 문제이다. ‘쟁의’라는 용어가 공통된 것을 제외하면, 제5

호의 ‘노동쟁의’와 제6호의 ‘쟁의행위’는 개념상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개념을 ‘노동쟁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해석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분쟁 전반

에 관한 정의가 아니다. 일반적인 노동분쟁의 정의는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가깝다. 노동법이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노동분쟁’임에도, ‘노동분쟁’ 전반을 어

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생략한 채 실정법상 ‘노동쟁의’ 정

의만을 절대시하여, (실정법상) 노동쟁의의 개념(대상) → 단체교섭(대상)

사항의 범위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논리로 나아가는 것은 논리의 선

후가 맞지 않는다. 나아가 다양한 분쟁별 특성에 따라 그 적합한 분쟁해

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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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도식적이거나 배타적인 분

쟁해결 방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

분쟁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어느 하나의 분쟁해결 방법(예컨대 판

정적 해결)만 유일한 선(善) 또는 절대적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특정한 노동분쟁, 즉 이익분쟁에 

관한 것만을 쟁의행위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은, 원래 그 개념이나 우리 

법 구조상으로 맞지 않다. 어떠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이

용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어떠한 분쟁해결 방법에 일종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재하는 분쟁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그 성질에 

따라 그러한 제한이나 전속성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노동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귀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노동분쟁을 제외하는 중간 판단을 이용하는 것은 논리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

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권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

적에 한정되고, 나아가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은 단체교섭 → 단체협약의 

체결 을 중심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 해석의 일반 원칙과 현재의 국가기능 및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현실의 내외적 변화를 주목하는 총체적 인식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완전히 무시

할 수는 없겠으나, 이 문구를 노동기본권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해

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본권은 모두 특정한 목적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

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보장되므로, 노

동기본권 보장의 목적도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보편적 기본권 보장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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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지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조건의 상향조정이 

아니라 ‘노동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에 관련된 노동관계상의 일체

의 조건” 또는 ‘노동생활상의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과연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

하고자 하는 주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노동관계’라는 개

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쟁의행위 노조법 제2조 제6호 정의 규정의 ‘노동

관계 당사자’와 노조법 제47조, 제49조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다. 법문과 판결, 학술 논의에 두루 등장하고 각각의 쓰임새는 매우 다르

기는 하지만, 쟁의행위 목적에 관하여 말할 때 ‘노동관계’는, ⅰ) 개별 근

로자와 사용자 사이 개별적 근로(계약)관계, ⅱ)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

자 단체 사이 집단적 노사관계, ⅲ) 그 밖의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

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과정과 관련된 사실상·법률상 관계를 아우르는 개

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른 입법례나 국제기준에서 말하는 ‘직업적 이

익’이나 ‘단결관련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쟁의권 보장 취지를 고려하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 주장은 “노동관

계에 관한 사항”이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정당성의 개념을 매우 

개방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노동관계’는 근로(계약)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과

정(노무의 제공·수령)에서의 법률상·사실상 관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관

철’이라는 것 역시 그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을 목표로 삼지 않는 주장의 표명도 포함된다. 예컨대 구조

조정과 같이 사용자가 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서, ‘구조조정 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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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의 주장이고, 이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이 그 주장의 관철이지 교

섭을 통한 협약 체결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될 이유가 없

고, 하물며 경영(권)사항이라거나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분쟁에 관한 것이

라거나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목적

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요어 : 쟁의행위의 목적, 노동쟁의, 노동분쟁, 노동관계, 쟁의행위의 정

당성, 경영권, 권리분쟁, 정치파업, 동정파업

학번 : 2009 – 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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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쟁의행위의 본질적이

고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 쟁의행위라는 ‘사실상 실력행사’를 규범적으

로 용인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파업이 ‘불법파업’의 혐의를 받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사용자의 권한이 아니어서

(동정파업), 또 어떤 때는 너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어서(경영전권), 정

당성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파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교섭 노력, 쟁의

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조정신청–를 거치고 평화롭고 합리적인 수단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 

그동안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논의는 “정리해고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한가”처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노동법의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특성을 생각한다면 자

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다 보니 각 논의의 층위가 달

라 비교가 어렵거나 중요한 전제가 생략되기도 하고, 일관성을 찾기 어려

운 단점도 있었다. 

또한 많은 경우 쟁의행위 목적을 논하는 것은 곧바로 단체교섭(대상)사

항의 문제로 환원되거나 정치·동정 파업의 정당성 설명으로 넘어가곤 하

였다. 기본적으로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될 수 있는 것만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 말고 문제되는 것은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정도

가 전부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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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 노사관계에서는, 아예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모두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이라고도 할 수 없는 쟁

의행위가 많다. 

예컨대 철도노조의 2013년 파업의 목적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

사회 개최 반대’였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은 

이 파업이 위법이라고 하여 기소하였는데, 처음 공소장에서는 ‘사용자에

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이어서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다가, 공소유지 과

정에서는 경영(권)사항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같은 노조의 2009년 파업은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에서 노동

조합에 유리한 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던 사용자가 급기야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단체협약 체결과 관계된 것이지

만 목적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실제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사항’이라거나 ‘정치파업’처럼 

전형적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쟁의행

위 목적을 이렇게 특정한 범주로 구분하고, 그 범주에 해당하면 그것만을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방식, 예컨대 “경영(권)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정치파업은 목적에 있어 정당하지 못하다”는 방식의 논

의는 타당한 것일까. 

쟁의행위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위법한 목적인지를 먼저 보거나, 

일정한 범위의 노동분쟁은 선험적으로 쟁의행위 목적에서 제외된다고 하

는 논의가 많은데, 이는 “쟁의행위는 왜 보장되는가”라는 출발점을 잊은 

채, 쟁의행위를 ‘정당성 판단기준’이라는 몇 가지 고정된 그릇에 넣은 다

음 “정당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삼권 보장이 결정된다”는 것이어서, 논

리적 선후가 바뀐 것이다.1)

1) 정인섭, 쟁의행위의 개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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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인정한 취지, 규범적으로 인정된 기본권이자 분쟁해결 기

제로서의 쟁의행위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규범적 요구에 맞는 정당한 쟁

의행위 목적의 적극적 요건 또는 판단의 준칙을 먼저 검토하고, 정당성 

판단을 위해 면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러한 

요건 또는 판단준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논문에서는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노사관계 실무와 부합하면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갖

춘 해석론의 ‘틀’을 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고 나서 그러한 틀을, 

최근까지도 실제 많은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만들었던 쟁의행위 목적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개념론’과 ‘정당성론’을 분리하여야 하

고, 정당성 판단에 앞서 그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 개념을 확정하는 ‘개념

론’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유력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쟁의행

위 개념 자체는 다루지 않고 ‘정당성론’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정당성이 부인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

지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으로 약칭) 제2조 제6호

가 ‘쟁의행위’를 정의하면서 ‘직장폐쇄’를 포함시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

기는 하지만,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에서 연유하

며 노동기본권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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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는 이질적

인 개념이고 ‘쟁의행위’ 자체에 포함된다고 하기보다는 ‘쟁의행위 대항행

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쟁의행위 대항행위인 ‘직장폐쇄’에 대해

서는 다루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부문(공무원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쟁의권 제한이나 단체교섭 대상의 문제도, 특별한 쟁점이 있는 논의 주제

이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하였고, 주로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대법원 판례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학설’은 원칙적으로 

국내 학설을 말하고, 외국 연구자들의 논의는 ‘외국의 사례’ 목차로 다루

었다. 

선행 연구는 주로 세부 쟁점에 대한 학술논문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에 관한 이론서 중 ‘쟁의행위’ 개념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부분의 

서술을 중점적으로 검토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흔히 알려진 쟁의행위 

목적 관련 학설·이론이 내적 정합성이나 현실 적합성을 갖춘 이론 틀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보는 것 역시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학설’로 소개한 것은 이른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노동

법 이론서들의 입장이고, 세부 쟁점에 관한 학술논문은 ‘학설’로 소개하기

보다는 해당 학설과 판례 등을 분석할 때 참고하였다.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대법원 판례이다. 일반적으로 판례 법리가 해석

론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실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

는 경우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법원의 사후적 법 해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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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형사·징계 책임을 지게 되고, 그러한 법 해석이 반복·축적되면 노

사 양측의 행동에 일반적 행위준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헌법·법률 규정은 그 자체가 단순하게 

일의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 쟁의행위법에서 판례법의 역

할이 유난히 크다. 게다가 쟁의행위 참여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

고 노동조합과 파업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넓게 인정하는 

법리와 결합되면서, 노사관계 자체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확장된다. 

한편 다른 나라의 사례는,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노동법 체계에 따라 쟁의행위법이 많이 달라, 상이한 쟁의행위법 

체계를 나열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피하려고 하였다. 다만 국내 학자들이 

논리를 전개하면서 차용하거나 전제로 삼은 몇몇 나라(독일, 프랑스, 영

국, 미국, 일본)의 경우, 우리 입법과 해석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

으므로, 우리법 해석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때, 부분적·보충적 검토대상으

로 삼았다. 

제4절 논문의 구성 

제2장에서는 먼저 논의의 대상이 되는 ‘쟁의행위 목적’의 개념과 사용

례를 검토한 후, 쟁의행위 목적과 관련된 법령·판례와 그동안의 논의 흐

름을 살핀다. ‘쟁의행위의 목적’이라는 주제는 빈번히 문제되고 숱한 논쟁

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그동안의 논의를 가급적 왜곡 없이 정리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글과 판례를 되도록 그대로 옮기고, 외국의 사례나 국

제노동기준에 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았다. 

이렇게 살핀 논의의 흐름 속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쟁점’으로 추린 다음, 제3장에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의 기초’



- 6 -

로 다루었다. 

먼저 단체교섭(대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제1절), 노동쟁의(분

쟁)와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제2절), 헌법 제33조 제1항 해석에서 문제

되는 ‘근로조건’의 문제(제3절)를 차례로 살펴보고, 노조법과 판례, 학설이 

말하는 ‘노동관계’가 쟁의행위가 관철하려는 ‘주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였다(제4절).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검토 내용을 실제 쟁의행위 목적에 적용해 보

려고 한다. 현실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례, 즉 경영(권)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제1절)와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쟁의행위(제2

절)를 주된 검토대상으로 삼았지만, 정치·동정 파업의 문제(제3절)도 함께 

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논의와 제4장의 판단 결과를 정리하

고,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

준’을 제시해 보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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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제1절 ‘쟁의행위의 목적’

현행법에서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하고

(노조법 제2조 제6호), 사전적으로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

아가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자 또는 노

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뜻하

게 된다. 또한 위 정의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주장의 관철’

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바로 노동관계 당사

자가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하려고 하는 ‘주장’의 내용을 말한다.

한편 이 글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쟁의행위의 목적’은 현실에서 벌어

지는 쟁의행위에서 내세우는 현상으로서의 주장 모두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즉 규범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목적이다. 쟁의행

위의 개념과 정당성을 엄격히 구분하는 입장에 따르면, ‘정당성론’의 관점

에만 초점을 맞춘 ‘쟁의행위의 목적’인 것이다. 

제2절 헌법과 법률의 규정

1. 헌법

우리 헌법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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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헌법 제1호)

제18조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

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5차 개헌 

(헌법 제6호, 

1962. 12. 26.)

제29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제7차 개헌

(헌법 제8호, 

1972. 12. 27.)

제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제8차 개헌

(헌법 제9호, 

1980. 10. 27.)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9차 개헌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

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하고 있다. 

이 조문이 ‘단체행동권’의 구체적 내용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기준

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문언의 해석은 쟁의행위 목적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자세한 것은 제3장 제1절에서 상세히 본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다음과 같이 4차례 변경되었다. 

조문 변화, 특히 단체행동권에 관하여 보면, ⅰ) ‘단체행동의 자유’라고 

되어 있던 문언에서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자유’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전반부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이라는 수식문구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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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었고,2) ⅱ) 1987년 제9차 개헌 전까지는 (제5차 개헌으로 법률유보

가 삭제되었던 때를 제외하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개

별적 법률유보 조항을 두고 있었다가, 1987년 개헌에서 비로소 이러한 개

별적 법률유보 조항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라는 문구가 없어지는 것이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이라는 수식문구가 추가된 것, 그리고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이 있다가 없

어진 것은, 기본권 보장의 일반론으로 보면, 모두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3) 그런데 이러한 헌법 조문 변경의 의미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법률유보 삭제의 의미에 관해서는 별다른 판단

이 없었다.4) 차이가 분명하고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다수(법

정)의견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기도 하고 아쉬운 점이다. 

2) ‘자유’에 주목하여 단체행동권의 성격을 자유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는 이흥재a, “노동조합법 제정사의 법사회학적 조명”,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2호(2005. 6.), 179면; 이흥재b,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심의의 주요쟁점”, 서

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2008. 3.), 29면 ; 이흥재c, “단체행동권의 법적 구

조:생활조건을 위한 독자적 행동의 자유권 향유구조”, 이흥재 편, 단체행동권

, 사람생각(2004), 13~14면; 이흥재d, “노동기본권에 관한 제헌의회 심의의 쟁

점-기업운영참가권 보장논의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27호(2009년 하반기), 

192면; 강성태a, “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노동법학 제48호(2013. 

12.), 161면 
3) 신인령, 노동인권과 노동법, 도서출판 녹두(1999), 117~118면 
4) 다만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을 다룬 서울대학교 병원 사건(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17 결정)에서 5인 재판관(재판관 김진우,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고중석)의 소수의견이 “현행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규정하여 근로3권의 개별적 법률유보를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현행 헌법 하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공익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을 박탈할 헌법적 근거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이 공익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하

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그 단체행동권을 구 헌법에 있어

서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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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법재판소가 1987년 탄생한 조직이어서, 구 헌법(1987년 개정 이

전)이 문제되는 사안–즉 개헌 전후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으

나, 단체행동권 제한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었음에도 간과된 것으로 보인다.5)

현행 헌법과 같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특히 단체교섭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운 드문 입법

례이다(주요 국가의 헌법 규정에 관하여는 제5절에서 상술).6)

헌법이 노동기본권7)을 보장한 취지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

5) 반면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에 관한 규정이 “…가질 수 없다”에서 “… 가

진다”로 바뀐 것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

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

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현행 헌법은 ‘공무원

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즉 부정적 표현에서 긍정적 표현으로 바뀌었으므로 위와 같은 개헌

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회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진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것

이나, 위와 같은 헌법 개정을 전후로 하여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헌법 제33조 

제2항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정 전의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3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해석상 ‘법률로 인정된 자’만이 노동3권을 가

질 수 있었고,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

하여 노동3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로 인정된 자’ 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이 노동3권을 가진다는 것을 표현하

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개헌 취지를 고려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결정). 헌법 제33조 제2항 개정이 ‘표현’ 문제임에 반하여, 개별적 

법률유보 조항 자체를 없앤 제1항 단서 규정은 더 큰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러

한 변화를 반영한 결정문(다수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6) 김형배, 새로 쓴 노동법 [제25판 전면개정판], 박영사(2016), 149면
7) 노동3권, 근로3권, 단결활동권, 노동단체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나, 이 글

에서는 ‘노동기본권’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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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

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

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

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

다”고 한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 또한 “근로자단

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

를 보장하려는데 있다”고도 한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결정). 

2. 법률

엄밀히 말하면 우리 노조법에는 쟁의행위 ‘목적’을 정한 조항이 없다. 

노조법 제2조 제6호가 쟁의행위를 정의하면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

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

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형(‘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 주체(‘노동관계 당사자’), 방법(‘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관한 것은 있지만, 목적에 관해서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고만 하고 있지 그 ‘주장’이 어

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노조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 12 -

말하는 ‘법령 기타 사회질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따라서 법률 규정만으로 보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업무 저해 행위’

는 일단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뿐,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헌법과 노조법의 해석에 의하여야 한다. 

견해에 따라서는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현행법상의 근거를 노조법 제2

조 제5호(“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

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

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나 단체교섭 사항에 관한 노조법 

제29조 제1항(“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와 

제33조 제1항(“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

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등에서 

찾기도 하고,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4호(“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이들 조항이 직

접적으로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판례는 일찍이 쟁의행위가 정당해지는 4요건(주체·목적·절차·수단)을 판

시하면서 특별히 근거 규정을 밝히지 않다가, 만도기계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8)에서 처음 노조법 제1조와 제4조, 제37조 제1(목적, 방법, 절차), 2항

(주체), 제41조 제1항(절차)을 인용하였는바, 이들 조항 중 정당한 목적의 

내용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

8)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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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제1조 

규정이다. 형사 사건의 특성상 형사면책의 근거규정인 노조법 제4조에 의

거하여야 하고, 제4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

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보면 쟁의행위 

목적은 노조법 제1조, 즉 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ⅱ)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ⅲ)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ⅳ) 노동쟁의의 예방·해

결, ⅴ)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철도노조 2009년 파업 사건 판결에서는 이 조항들과 함께 노조

법 제2조 제5호를 함께 인용하였고,9) 이것이 쟁의행위가 제5호의 “임금·

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

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해진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는 노

동쟁의(분쟁)와 쟁의행위의 관계에 관련된 쟁점인바, 제3장 제2절에서 자

세히 본다. 

제3절 해석론 

1. 대법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 목적에 관해서는 법령에 직접적인 규정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

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

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설시하고,10) “근로조건

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10)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등 -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러

한 전제에 관한 설시도 모든 판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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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11)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론은 특히 단체교섭(대상)사항과의 관계에서 자세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3장 제1절에서 자세히 본다. 

2. 학설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학설을 ‘연계긍정설과 연계부정설’로 나누거나,12)

‘단체교섭 목적 한정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하지만,13)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학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적당한지, 과연 

각 입장이 그렇게 명확히 구분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각 견해를 해당 

‘학설’로 구분하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다가, 

개개의 견해는 결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논의 맥락을 보아야 이해되는 부

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각 견해를 가급적 그대로 옮겨, 논의 흐름 자체를 

보고자 한다. 

1) 단체교섭(대상)사항에 한정하지 않는 견해 

김유성 교수는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헌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행위를 ‘면책적 쟁의행위’라고 별도로 부르고, 이러한 면책적 쟁의행위는 

1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12)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정3판], 중앙경제사(2013), 467면; 이상윤, 노동

법 [제15판], 법문사(2017), 816면 등
13) 이병태, 최신 노동법 [제9전정판], 중앙경제사(2008),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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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등에 관한 요구나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며,14)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행동권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향상’

은 반드시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에서의 유리한 지위 획득에 한정

할 것이 아니므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영상 결

정 그 자체에 대한 간섭보다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15)

이병태 교수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수설, 일본판례가 모두 ‘단체교섭 

목적 한정 부정설’이라고 하면서, 쟁의행위는 대사용자 관계에서만이 아

니고 정치적 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일지라도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사회

적 경제적 지위와 관계되는 이상 국가나 다른 사용자에 대한 주장도 포함

된다고 하고,16) 경영간섭이나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역시 

근로조건의 개선과 결부된 부차적 목적인 경우에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데 

학설과 판례가 일치한다고 한다.17) 또한 쟁의행위를 포함한 근로자의 단

체행동은 이미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단체행동권에서 보장된 것이고, 노

조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쟁의행위 민형사 책임 면제규정은 헌법 제33

조 규정 가운데 그 일부를 확인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민형사 책임을 면

제받을 수 있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2조 제5호, 제6호 규정에 한정되지 

않고,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을 전제로 그 규정의 정의를 엄격하게 파악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18)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5

호와 직접 관련된 것을 전제로, “이 규정의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노동쟁의에서 노동위원회가 조정할 쟁의행위이므로 실제로 이 밖에도 

14) 김유성, 앞의 책, 213면 
15) 김유성, 위의 책, 229면
16) 이병태, 앞의 책, 291면
17) 이병태, 위의 책, 314면
18) 이병태, 위의 책,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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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쟁의행위가 있다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별도의 시각에서 판

단해야 한다”고 한다.19)

헌법 제33조가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

교섭과 단체행동은 별개로 보고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하고, ‘노동

쟁의’와 단체행동을 직접 연관지울 수 있는 고리는 없다고 하면서,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단체권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란 

근로조건법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 자체의 존립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단체행동의 목적은 노동단체 존립을 포함한 근로조건 

향상에 있다고 하는 박홍규 교수의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20)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주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

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

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고 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1)

2)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계약)조건 향상에 한정하는 견해

김형배 교수는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대하여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될 

19) 이병태, 위의 책, 289면 - “주장을 관철”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인

가에 관해 법문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관계에서 노

동관계 당사자의 행위이므로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라는데 이론이 없다”고 

하고 “노조법 제2조 제5호 문언에 착안하여 권리분쟁에서의 주장은 쟁의행위

의 ‘주장’에 포함되지 않고 이익분쟁에서의 주장만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서 “입법론적으로 부당한 입법”이라고 한다.
20) 박홍규, 노동단체법[제2판], 삼영사(2002), 330~331, 335면
21)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I), 박영사(2015), 

232~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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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쟁의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호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함께 인용하

면서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려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

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노동쟁의)에서 자기 측 주장의 관철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유지 내지 개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정하면서 ‘단체협약에 의한 규율가능성’을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의 요건으로 보는데, 이에 따르면 협약상 권리 실현

이나 사용자의 권리나 처분권한 자체는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다.22)

하갑래 교수는 쟁의행위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노동쟁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노조법 

제2조 제6호를 해석하며 “(관철할) 주장”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

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23)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로조

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사간 자치적인 교섭을 조성하

22) 김형배, 위의 책, 1121~1124면–다만,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하여 “방송의 

제작·편성·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

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또

는 회사의 구조조정은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회사

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요구사항은 기존의 단체협약의 규율을 받고 

있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으

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

적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포레시아 사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

17601 판결)”고 일응 긍정하기도 한다. 
23) 하갑래, 앞의 책, 457~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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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24) 쟁의행위의 목적을 단체교섭대상에 한정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연계긍정설(판례, 이상윤) 과 연계부정설(임종률)

중 어느 하나를 택한 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쟁의행위 성

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

항에 관해서는 단체교섭대상 중 의무적 교섭사항이어야 하므로 권리분쟁, 

경영·인사권 등의 임의적 교섭사항과 위법적 교섭사항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하고, 정치파업의 정당성은 부인하는 등 결론에 있어서

는 연계긍정설 이 타당하다고 한다.25)

3) 의무적 교섭사항에 한정하는 견해

임종률 교수는 먼저 쟁의행위 개념(정의)과 목적의 정당성을 분리하여 

“쟁의행위의 개념은 쟁의행위의 허용 여부 또는 정당성 여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하면서,26) 노조법 제2조 제6호에서 말하는 ‘주장관철 

목적’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주체의 상대방에 대한 주장을 말하고, 노동쟁

의의 대상인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노조법 제2조 제5호)으로 한정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27) 권리분쟁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경우나 

정치파업도 일응 쟁의행위에는 해당하며, 이것이 목적에 관하여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28)

하지만 정작 �목적의 정당성� 부분에서는 먼저 정치파업 과 동정파업

에 대해 설명한 다음, 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목적 을 다루는 방식을 

24) 하갑래, 위의 책, 465면
25) 하갑래, 위의 책, 467~468면
26) 임종률, 노동법 [제16판], 법문사(2018), 202면
27) 임종률, 위의 책, 204면
28) 임종률, 위의 책,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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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 “쟁의권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하여 보장된 것인데,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

을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임의적 교

섭사항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는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들 사항은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29)

이에 따르면 집단적 노동관계 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이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

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에 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권리분쟁 사항 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든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것이든, 원칙적으로 쟁

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30)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

기서 단체교섭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

법연수원 교재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31)

제4절 국제기구의 기준

1. ILO

쟁의행위 정당성을 일반적·직접적으로 규정하는 ILO 협약이나 권고는 

없지만, ILO 그 중에서도 특히 사실상 법원(法源)으로서 작용하여 현실적

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29) 임종률, 위의 책, 236면
30) 임종률, 위의 책, 236~237면
31)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6),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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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전문가위원회 (CEACR :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이하 ‘전문가위원회’로 약칭) 와 결사

의 자유 위원회(CFA :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에 의해 파업권이 보호된다고 

해석해 왔다.32)

전문가위원회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하여 제출한 1994년 제81

회 총회 일반조사보고서33) 중 Part 1. Chapter V (paras. 108~135)가 파업권

(right to strike)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처음 조약 성립 때부터 이를 당연

히 여겼고,34) 1959년부터 여러 차례 일반조사보고서를 통해 파업권을 다

루었으며, 협약 조항 중에서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자신들의 활

32) 이러한 관행에 대해 2012년 제101차 총회에서 사용자그룹이 이러한 해석을 

처음으로 부인하여 “제87호 협약은 파업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협약에 의해 파업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위원회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기준적용위원회를 보이콧하였으나, 2015년 

‘파업에 관한 노사정회의[Tripartite Meeting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in relation to the 

right to strike and the modalities and practices of strike action at national level]에

서 노사대표의 공동성명에 의해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

용은 이승욱a, “국제노동기준의 동요-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의 관계”, 노동법학 

제62호(2017. 6.), 92면 이하를 참조 
33) CEACR, General Survey of the Reports on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No. 87), 1948 and the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No. 98), 1949], International Labor Office 

Geneva, 1994-이하 ‘General Survey’로 줄여 부르고, 이 보고서 중 ‘파업권

(Right to Strike)’에 대한 번역(paras. 136~605)은 이흥재 편, 단체행동권 , 사

람생각(2004), 217면 이하를 참조하였다. 
34) General Survey, para. 142 “… 조약에서 특별히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87호 조약을 준비하는 제1차 독회를 위해 준비된 보고서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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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조직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확충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권리(제3, 8, 10조 – 특

히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제10조35))에 근거하여36) 제87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본질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권리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

다.37)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총론이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정치

파업 등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파업은 결사의 자유 

범위에 포섭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옹호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구성원과 일반근로자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주된 사회적·경제적 정책의 흐름에 의해서 야기

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

해서 파업행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특히 고용, 사회보호 및 

생활수준의 문제).38)

35) 제10조 이 협약에서 조직이라는 용어는 노동자·사용자가 그 이익을 증진하고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을 말한다(Article 10 In this Convention the term 

organisation means any organisation of workers or of employers for furthering and 

defending the interests of workers or of employers).
36) General Survey, para. 147 “… ‘행위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협약 제10조와 

함께 읽어야만 그 충분한 의미가 전달된다. 협약 제10조는 본 협약에서 ‘단체’

라는 용어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모

든 조직을 의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근로자의 이해관계의 촉진과 옹호는 근

로자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수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 따라서 ‘프로그램’이라는 용어의 통

상적인 의미에는 파업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

르면 파업권은 근로자와 근로자단체가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를 촉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의 하나라는 입장에 아주 쉽게 도

달할 수 있다.” 
37) General Survey, para. 151 “본 위원회는 파업권은 제87호 협약에 의해서 보호

되는 권리의 본질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본 위원회의 기

본적인 입장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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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파업(para. 166)과 동정파업(para. 167), 

수출자유지역에서의 특별제도(para. 169)를 밝히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언

급은 없다. 

한편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여 제출하는 보고

서39) 중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것을 보면, 파업을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크게, ⅰ) 근로자의 근로조건 내지 생활조건의 개선이나 보

장을 요구하기 위한 직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 ⅱ) 노동조합과 조합임원

의 권리증진이나 보장을 목적으로 단결 관련 성질을 가지는 것, ⅲ) 정치

적 성질을 가지는 것의 세 가지로 나누면서,40) 쟁의권은 단체협약에 서명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노동분쟁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고 노

동자와 그 조직은 필요한 경우 더 넓은 맥락에서 그 구성원의 이익에 영

향을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사항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41) 법령 문언 해석에서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법률적 분쟁의 해결은 

법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의 쟁의행위 금지는 결사의 자유 

위반이 아니라고 하며,42)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한 쪽 당사자인 집단적 분

쟁이 아니라고 하여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

배43)된다고 한다. 

38) General Survey, para. 165 
39) 이 논문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 견해와 관련된 내용은 그 결정·원칙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Freedom of Association :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f the Governing Body of 

the ILO�의 제5판(2006)을 참조하였고, 이하 ‘Digest’로 줄여 부른다. 
40) Digest, paras. 526~544 
41) Digest, para. 531, 300th report case No. 1777 para.71; 320th report case No. 1865 

para. 526
42) Digest, para. 532, the 1996 Digest para. 485
43) Digest, para. 538, the 1996 Digest para. 489; 307th report case No. 1898 para.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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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직업적 목적을 추구하는 쟁의행위나 단결 관련 목적을 추구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44)

2. 다른 국제 기준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 제8조 제1항 (d)는 규

약 당사국이 각국의 법률에 따라 파업권이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권

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목적에 관해서는 언

급하고 있지 않다.45)

EU 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1조도 집회와 결

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조합 결성권을 포함하고 있으며,46) 유럽연합 

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정한 EU 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제6

조(d)는 “이익충돌이 있을 때,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단체협약상 의무 이행

을 전제로”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다.47)

44) Bernard Gernigon·Alberto Odero·Horacio Guido, “ILO Principles concerning the 

right to strike”, ILO, International Labour Review, Vol. 137 (1998), No. 4, p. 

445
45) 제8조 1. 협약체약국은 실정법에 따른 파업권을 보장하여야 한다(Article 8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 (d) The right 

to strike, provided that it is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e 

particular country).
46) 제11조 [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가입·결성권을 포함하여, 평화롭게 집회하고 다른 사람과 단체를 결성할 자유

를 가진다(Article 11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47) 제6조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약체약국은 … 이해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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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채택된 미대륙 사회보장헌장(Inter-American Charter of Social 

Guarantees)은 “노동자는 파업의 권리를 가진다. 법률이 그 권리의 조건과 

실행을 규율한다”고 정하였고, 1993년 북중미노동협력 협정(NAALC : The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은 “파업권의 보호”를 ‘노동 원칙’의 하나로 명시하

고 있다.48)

그러나 이러한 국제규범들은 대부분 ‘쟁의행위 목적’과 같이 구체적인 

쟁의권의 내용에 관해서는 회원·가입국의 국내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

로 하고 있어, 확립된 국제노동기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NAALC의 ‘노동 원칙’이 파업권을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유럽인권규약과 관련된 판례가 파업권을 단체교섭

의 촉진이나 전개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49)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있을 때 노사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Article 6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ith a view to ensuring 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 … the right of workers 

and employers to collective action in cases of conflicts of interest, including the 

right to strike…).
48) 노동원칙 : 다음 각 호는 회원국이 그 국내법에 따르되 공통된 최소한의 기준

을 준수하면서 보장해야 하는 원칙들이다 … 3. 노동자들이 그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파업권의 보호 (LABOR PRINCIPLES : The following 

are guiding principles that the Parties are committed to promote, subject to each 

Party’s domestic law, but do not establish common minimum standards for their 

domestic law. … 3. The right to strike-The protection of the right of workers to 

strike in order to defend their collective interests). 
49) 이승욱a, 앞의 글,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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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국의 사례 

1. 독일

독일의 집단적 노사관계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실정법은 독일

기본법(GG : Grundgesetz) 제9조 제3항 단결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단체협

약법(TVG : Tarifvertragsgesetz)이고, 쟁의행위에 관한 성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50) 다만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기본법 제9

조 제3항51)을 법적 근거로 하여 근로자의 파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라는 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 연방노동법원의 판례와 

학설 등에 의해 쟁의행위의 개념, 정당성 여부 등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원칙들을 정하는 법관법으로 쟁의행위법(Arbeitskampfrecht)이 사실상 형성

되어 왔다.52)

50) 박귀천,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 노동법연구 제41호(2016), 

44~45면
51) 제9조 (3) 근로·경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권리는 모

든 자와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방해

를 꾀하는 합의는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하다. 근로·경제

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제1문상의 단체에 의해 행해진 쟁의행위에 대

하여 기본법 제12조의a,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조의a 제4항 및 제91조에 

따른 조치가 행해져서는 아니 된다(Das Rech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istfür jedermann 

und für alle Berufe gewährleistet. Abreden, die dieses Recht einschränken oder zu 

behindern suchen, sind nichtig, hierauf gerichtete Maßnahmen sind rechtswidrig. 

Maßnahmen nach den Artikeln 12a, 35 Abs. 2 und 3, Artikel 87a Abs. 4 und 

Artikel 91 dürfen sich nicht gegen Arbeitskämpfe richten, die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on Vereinigungen im Sinne 

des Satzes 1 geführt werden).
52) 박귀천, 위의 글, 45면 – 박귀천 교수의 원문은 ‘노동쟁의법’이라고 하고 있

으나, 우리 노조법이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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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쟁의행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측 또는 사용자측이 그 상대

방에 대해 노동관계의 저해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집단

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 ‘목적’은 장래를 향하여 집단적 

근로조건을 관철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53) 법원은 “근로조건 및 경

제조건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사람, 모든 

직업에 대하여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합의

는 무효이고, 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는 위법이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

본법 제9조 제3항의 단결권 조항을 쟁의권의 근거로 보고 있다. 연방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체결은 기본법에 의해 보장된 단결합치적 활

동에 속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 

역시 기본권으로 보호된다고 한다.54)

연방노동법원은 파업이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 가능한 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쟁의행위의 협약관련성 : Tarifbezoge

nheit des Arbeitskampfs), 협약상 규율 가능한 범위는 단체협약법 제1조55)

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이 통설이다.56) 독일 연방노동법원과 다수설에 

려하면, Arbeitskampf를 ‘노동쟁의’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우리법

의 ‘노동쟁의’를 독일어로 직역하면 Arbeitsstreitigkeiten이 적당하지 않을까 한

다. 
53) 이승욱b, “독일에서의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한국노

동연구원(2000), 37면
54) 이승욱b, 앞의 글, 41면 
55) 제1조 [단체협약의 내용과 형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

하고, 근로관계의 내용·체결·종료, 사업 내의 문제 및 사업조직법 상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포함한다(Der Tarifvertrag regelt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Tarifvertragsparteien und enthält Rechtsnormen, die den Inhalt, den Abschluß und 

die Beendigung von Arbeitsverhältnissen sowie betriebliche und betriebsverfassungs

rechtliche Fragenordnen können). 
56) 이승욱b, 위의 글,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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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그 대상이 단체협약으로 규율 가능한 것인지(tarifliche Regelbarkeit 

eines Gegenstand)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Erkämpfbarkeit)는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의해 규범적 효력

으로 규율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Alles was tariflich normativ regelbar ist, muß auch erkämpf werdenkönnnen)”

는 원칙이 적용된다.57)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의 “근

로·경제조건(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다수설은 “근로·경제조건”을 종속노동이나 노동

시장 규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58)

다만 이러한 해석은 독일이 유럽사회헌장을 비준하고, 유럽의회 각료위

원회가 독일에 대해 ‘다른 목적을 위한 파업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 후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입법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규율을 노사가 모두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연방노동법원은 

두 번에 걸쳐 이 문제를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결의 필요가 없는 미결과제

라고 선언하였다.59)

2. 프랑스

프랑스 헌법은 전문에서 파업권(droit de grève)이 “법률이 규율하는 범

57) BAG v. 12. 9. 1984 AP Nr. 81 zu Art. 9 GG Arbeitskampf; Zöller/Loritz, 

Arbeitsrecht, 5. Auflage 1998, S.384. - 김기선a, “독일에서 경영상의 결정과 노

사관계”,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17년 추계 학술대회(2017. 11. 17.) 자료집, 9

면에서 재인용 
58) Dieterich, in: Erfurter Kommentar zum Arbeitsrecht, 11. Auflage 2011, Art. 9 GG 

Rn. 71. - 김기선a, 위의 글, 10면에서 재인용 
59) Wolfgang Däubler, “쟁의행위와 책임 (독일의 상황)”, 한국노동법학회 국제학술

대회(2014. 9. 26.) �쟁의행위와 책임� 자료집,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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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에서 행사된다”고 하였으나,60) 정작 민간부문 법률에는 파업권을 제

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61)

파업권에 관한 실정법상의 규율은 파업권의 행사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노동법전 L.1132-262), 중대한 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 파업 관련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L. 2511-163) 외에 없고, 다

른 규정은 공공부문에서 파업에 관한 것이다.64)

법조문이 없기 때문에 파업권의 정당성 여부는 판례에 의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목적과 관련해서는 “직업적 요구(revendications 

professionelles)”라는 판례상 개념이 핵심적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65)

‘직업적 요구’는 매우 넓게 이해되어, 개별적 노동관계 또는 집단적 노

동관계와 관련된 요소가 이에 해당하며, 사회보장, 의료, 실업, 가족수당, 

60) 프랑스 헌법 전문 : …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Préambule de la constitution du 27 octobre 1946 : … Le droit de grève s’exerce 

dans le cadre des lois qui le réglementen…)
61) Emmanuel Dockés, “프랑스에서의 쟁의행위와 책임”, 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32면
62) Article L.1132-2 노동자는 파업권의 정상적인 행사로 인해 L. 1132-1의 차별조

치를 취하거나 제명되거나 해고되지 않는다(Aucun salarié ne peut être 

sanctionné, licencié ou faire l'objet d'une mesure discriminatoire mentionnée à 

l'article L. 1132-1 en raison de l'exercice normal du droit de grève).
63) Article L.2511-1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업권 행사

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파업권 행사로 L.1132-2의 차별적 조치, 

특히 보상이나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중과실 이 없는 

경우 해고는 무효이다(L'exercice du droit de grève ne peut justifier la rupture du 

contrat de travail, sauf faute lourde imputable au salarié. Son exercice ne peut 

donner lieu à aucune mesure discriminatoire telle que mentionnée à l'article L. 

1132-2, notamment en matière de rémunérations et d'avantages sociaux. Tout 

licenciement prononcé en absence de faute lourde est nul de plein droit).
64) Emmanuel Dockés, 앞의 글, 32면 
65) 조용만a, “프랑스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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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에 관한 요구도 이에 해당한다.66) 파업의 목적이 사용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고, 불합리할 것일 수도 있으며, 권리분쟁을 지원하

거나, 사용자의 경제적 자유 내지 권한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67)

판례는 전형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뿐 아니라 집단적인 직업이익의 

옹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68) 고용안정, 사용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침해

된 권리의 옹호, 종업원대표제도와 관련한 집단적 권리의 옹호 등도 포함

된다고 하면서,69) 법원이 파업근로자들이 내세우는 요구사항의 타당성 또

는 근거에 관한 파업근로자들의 평가를 판사 자신의 평가로 대체하는 것

은 헌법적으로 승인된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다.70)

또한 파업권 자체가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권리로서 단체협약의 체결에 

결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처분권 여부는 파업권의 목적 정당성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71)

요컨대 프랑스에서 파업권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넘어, 근로자들이 노동문제에 관한 공

론장에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72)

66) Emmanuel Dockés, 앞의 글, 36면 
67) Emmanuel Dockés, 위의 글, 36면 
68) 조용만a, 앞의 글, 103면 
69) 조용만a, 위의 글, 104면 
70) Cass. Soc., 2 juin 1992, n° 90-41368 : 판사는 파업노동자의 직업적 요구의 합

법성과 정당성 평가를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le juge ne peut 

substituer son appréciation à celle des grévistes sur la légitimité ou le bien-fondé 

des revendications professionnelles formulées). 
71) 박제성a, “프랑스의 경영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17년 추계 학술대회

(2017. 11. 17.) 자료집, 22~23면 
72) 박제성a, 위의 글,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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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은 파업 기타 쟁의행위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법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73)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은 없고,74)

쟁의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TULRCA,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75)의 민·형사책임 면책 조항에 의해 보

장된다. 이 법 제219조는 “노동분쟁의 숙고나 진척 과정에 있는 행위”를 

그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76)

같은 법 제244조에서 ‘노동분쟁(trade dispute)’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데, 해당 절(part V)에서 말하는 ‘노동분쟁’이란, a)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

하는 고용의 조건이나 물리적 조건, b) 근로자 1인 이상의 고용 여부, 또

는 고용이나 고용상 의무의 종료나 정지, c)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 집단 

간 업무 또는 고용상 의무의 할당, d) 징계, e)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f) 노동조합 간부를 위한 편의제공, g) 교섭 또는 협의와 이러한 절

73) 조경배a, “쟁의행위와 민사면책에 관한 영국법리”, 노동법학 제24호(2007. 6.), 

160면 - 현재 파업권에 대한 영국법의 보장수준은 유럽에서 가장 제약적인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UN 사회권위원회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국제인권규약 및 협약 위반사실을 통고하고 개선을 권

고하였다(같은 글, 137면). 
74) 심재진, “쟁의행위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율과 2016년의 변화”, 노동법연구 제

42호(2017), 81면 
75) 이 법은 2016년 크게 수정되었으나, 주로 절차적 규제 강화에 관한 것으로, 

쟁의행위(노동분쟁)의 면책적 목적에 관한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 심재진, 

위의 글, 102면 이하 
76) 제219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면제 (1) 노동분쟁에 대한 숙고와 진척 과정

에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219 Protection from certain tort liabilities. (1) An act done by a person in 

contemplation or furtherance of a trade dispute is not actionable in tort on the 

ground on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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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근로자를 대표할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인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한 교섭 또

는 협의와 기타 절차를 위한 제도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된 것”이라

고 하고 있다.77)

이 내용은 같은 법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정한 제178조 

제2항과 동일하며, 따라서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되지 않는 사항을 쟁의행

위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78)

4. 미국

미국은 헌법에 노동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없고, 다만 판례는 수정헌법 

제1조(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와 제13조(노예제 폐지)에서 유래한다고 해

석하고 있다.79)

쟁의행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파업(economic strike)’과 ‘부당노동행위 

파업(unfair labor practice strike)’으로 나뉘는데, 경제적 파업은 NLRA 제7

조에 의해 “근로자가 단체교섭 또는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위한 공동

행동”을,80) 부당노동행위 파업은 같은 법 제8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파업

77) §. 244 Meaning of “trade dispute" in Part V. 
78) 심재진, 앞의 글, 85면
79) Brotherhood of Railroad Trainmen v. Virginia ex rel. Virginia State Bar, 377 U.S. 

1(1964); AFL v. American Sash & Door Co., 335 U.S. 538, 559 (1949)
80) 이 조항의 ‘concerted activity’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집단행동’이나 ‘연대행동’

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미국 NLRB가 “노동자가 공통의 목표

(common goal)를 이루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점

[Meyers Industries, 268 NLRB No. 73, at 3(1984)]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공동행동’으로 통일하여 부른다. 당초 NLRB는 ‘concerted activity’가 둘 이상

의 노동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는 이른바 

‘Interboro doctrine’을 표방하였으나, 법원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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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개입, 방해,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권리의 제한과 자격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에 허용된다.81)

NLRA 제7조가 “단체교섭 또는 기타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위해 

공동행동에 가담할 권리”를 쟁의권으로 보장하고 있고,82) 제13조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쟁의권을 소멸시키기거나 

방해하는 것 또는 이에 개입하는 것, 또는 쟁의권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

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쟁의권 보장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83)

들을 대표하거나, 이후 연대를 기획하고 있는 이상 공동행동이라고 볼 수 있

다는 취지로 부인된 이후[Aro, Inc. v. NLRB 596 F. 2d, at 713, 717(CA6, 

1979); NLRB v. Northern Metal Co., 440 F.2d 881, 884(CA3, 1971)],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81) 신동윤, “미국의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노동법학 제62호

(2017. 6.), 28면 
82) 제7조 노동자는 단결권, 노동조직 결성·가입·조력권, 대표를 통한 교섭권과 단

체교섭  또는 다른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에 가담할 권리

가 있다(29 U.S. Code § 157 Employees shall have the right to self-organization, 

to form, join, or assist labor organizations, to bargain collectively through 

representatives of their own choosing, and to engage in other concerted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bargaining or other mutual aid or protection, … ). 
83) 제14조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쟁의권을 소멸시키

기거나 방해하는 것 또는 이에 개입하는 것, 또는 쟁의권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29 U.S. Code § 163. [Right to 

strike preserved] Nothing in this Act [subchapter], except as specifically provided 

for herein, shall be construed so as either to interfere with or impede or diminish 

in any way the right to strike or to affect the limitations or qualifications on that 

right). 한편 NLRA에서 ‘strike’는 “노동자들에 의한 파업 기타 공동 노무제공 

정지, 태업, 기타 업무방해 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되지만[29 U.S. Code 

§ 501. When used in this Act [chapter] … (2) The term "strike" includes any 

strike or other concerted stoppage of work by employees (including a stoppage by 

reason of the expiration of a collective-bargaining agreement) and any concerted 

slowdown or other concerted interruption of operations by employees.], 강학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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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RA 제7조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다음, 곧 이어서 ‘단체교

섭’과 함께 ‘다른 상호부조·상호보호(other mutual aid or protection)’를 위한 

‘다른 공동행동(other concerted activity)’의 권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

의행위 목적은 직접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과 고충처리에 한정되

지 않는다고 해석되지만,84) 의무적 교섭사항 이외의 요구를 내세우며 경

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그러한 행동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행동(unprotected activity)’85)에 

참가한 것이 되어 해고 등 징계 책임을 지게 된다.86)

이렇게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만 보호받는다고 보기 때문

에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의무적 교섭사항’인지에 관한 Fibreboard 사건, 

First National Maintenance 사건, Dubuque Packing 사건 등을 쟁의행위 목

적에 관한 것으로 소개하기도 하나,87)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것이고 직접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88)

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strike라는 표현 외에 ‘공동행동(concerted activity)’

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된다. 
84) 강현주a, “미국에서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국노동연구원, 쟁의행위 정당성

의 국제비교(2000), 164면 
85) 미국에서 ‘strike for unlawful objective’은 그 자체가 위법인 내용(사용자에게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법이 면책적 효과(relief 

afforded)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unprotected’로 표현한다. 그리하여 ‘합법적이

지만 보호되지 않는(lawful but unprotected)’ 쟁의행위 범주가 생긴다. 이에 대

해서는 Calvin William Sharpe, “By any means necessary– Unprotected conduct 

and decisional discretion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No.203(1999), p. 219 참조 
86) Robert A. Gorman·Matthew W. Finkin·Timothy Glynn, Cox and Bok’s Labor Law 

: Cases and Materials (16th Edition), Foundation Press(2016), p. 563
87) 예컨대 송강직a, “미국의 단체행동의 정당성”, 노동법학 제42호(2012. 6.), 

225~226면
88) 이들 사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제4장 제1절 3. 5) 항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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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일본 헌법 제28조은 “노동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 

행동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労働組合法) 제

1조 제2항은 “형법 제35조89) 규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행동으로 

전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로 해

석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항’의 목적이란 “노동자가 사용

자와 교섭에서 대등한 입장에 설 것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 지위 향상을 

하는 것, 노동자가 그 노동조건에 대해서 교섭하기 위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기타 단체행동을 행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

고, 단결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 및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를 규제하는 

노동협약을 단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는 것 및 그 절차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관계조정법(労働関係調整法) 제7조는 쟁의행위를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

는 것”이라고 하고, 제6조는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노동

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그 때문에 쟁의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 

쟁의행위 정의 규정은 우리 노조법과 같지만, 노동쟁의에 관한 정의가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대신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달리 규

정되어 있는 것이다. 

89) 일본 형법 제35조[정당행위] 법령 또는 정당한 업무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

는다(第三十五条　法令又は正当な業務による行為は、罰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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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에서도 쟁의행위법의 최대 과제는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있

고,90) 헌법 제28조는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 지위에 놓인 노동자에게 자기

의 노동조건 결정과 경제적 지위 향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부여

한다는 점에서 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 취지에 합치하지 않는 목

적의 쟁의행위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91)

제6절 소결 

이 장에서는 주로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목적’ 관련 논의

와 함께 국제기준, 그리고 외국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쟁의행위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는 마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의 

해석에 관해 단 하나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진행된 측면이 있다. 

쟁의행위 또는 단체행동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성’ 때문에 

단체행동권의 해석에서 논자의 주관, 즉 단체행동권에 대한 가치적 태도

가 자연적으로 많이 개입하거나 크게 작용하여 교의적 해석론이 상당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이러한 특성을 적확하게 표현하고 있다.92)

우리 법이나 집단적 노동관계법 자체가 외국 입법례 중 어떤 하나를 그

대로 받아들였음을 전제한 경우도 많았으나, 위에서 본 것처럼, 쟁의행위 

제도는 나라마다 아주 많이 다르고, 같은 것이 거의 없다.93) 실제 쟁의행

90) 西谷敏, 일본 노동조합법, 김진국 외 역, 박영사(2008), 496면
91) 西谷敏, 위의 책, 496면 
92) 이영희, 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까치(1990), 164~165면
93) Bernd Waas, “The Right to Strike : A comparative view”, The Right to Strike, 

Wolters Kluwer(2016), p. 1 – 이 책의 서론에서, 유럽 노동법 연구자인 Waas

교수(Goethe University, Frankfurt am Main)는 “쟁의행위에 대한 어떠한 나라의 

법도 비슷한 것은 없다(No national laws on strike action are alike)”고까지 하면

서, 특히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특히 주목하여 국가가 단체교섭을 방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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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대한 평가는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노동법 관계 시스템에 따

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94) 특히 쟁의행위 정당성 평가는 각국의 노사관계

와 법 시스템과 정합성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국

가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다름 아닌 우리나라 헌법·법률과 우리가 처한 고

유한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95)

독일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법이나 국제기준은 쟁의행위 목적을 엄격하

게 협약체결가능성에 연계하거나 경영(권)사항96)에 관한 쟁의행위를 엄격

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독일 논의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독일은 기본법에 쟁의행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결권으로부터 협약자치를 매개로 하여 이를 

실효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쟁의행위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결국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법리가 발전했고, 그 필연적 

귀결로서 단체협약에서 규율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협약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는 쟁의행

위도 할 수 없다고 판례가 판단해 왔다.97) 반면 우리 헌법은 단체행동권

우에는 쟁의행위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달려 있고, 국가가 

단체교섭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나라에서는 쟁의행위 관련 규율도 엄격하다고 

한다. 
94) 한국노동연구원, 쟁의행위 정당성의 국제비교, 4면
95) 박제성b, “파업권의 재음미”, 시민과 세계 2015년 하반기호(통권 27호)(2015), 

184면 : 프랑스와 독일 모두 “근로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치를 추구하지만 프랑스는 ‘파업권’으로 보장하고, 독일은 ‘공동

결정제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96) 흔히 ‘경영권’, ‘경영전권’ 또는 ‘경영사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경

영권’이라는 권리의 인정 여부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논란이 있는바, 이 글에서는 ‘경영(권)사항’이라고 부른다. 
97) 이승욱b, 앞의 글,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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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결권·단체교섭권과 대등한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

은 법률에 쟁의행위 목적, 쟁의행위와 단체교섭 간의 관계 등을 제한적으

로 규정한 바 없다. 

다른 한편, 독일은 사업장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을 비롯하여 잘 

정비된 경영참가시스템–특히 종업원협의회(Betriebsrat)를 통해 경영상 결

정에 대한 의사 관철도 용이한데 반해,98)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경영참가 

시스템이 거의 없다. 노사협의회가 있으나, 구성 자체가 근로자들의 대표

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결사항은 극

히 일부이다.99)

그러니 독일의 법·시스템을 전제로 한 독일의 쟁의행위 논의를 그대로 

우리 법 해석에 원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법제나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논의를 원용하기보다는 우리 헌법·법률 규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

인 해석의 틀을 선입견 없이 찾아나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헌법 조문과 그 변천 과정, 현행 노조법 문언의 해석과 조

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 무엇보다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100)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

론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다음 제3장에서는 그동안 판례와 학설 등 해

석론에서 차이를 보인 주된 쟁점으로 보이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피

고자 한다. 단체교섭(대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관계, 노동쟁의(분쟁)와 

쟁의행위의 관계,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98) 이승욱b, 위의 글, 84면
99) 박제성b, 앞의 글, 185면
100) 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 : “(노동자가) 서로 기능을 나누

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로 발전하게 하여 …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

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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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의 기초 

제1절 단체교섭(대상)사항

1. “그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앞서 본 것처럼, 우리 헌법이나 법률 문언만 보면 단체행동 또는 쟁의

행위의 내용을 단체교섭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해석론101)과 특히 대법원 판례는 두 가지를 직

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독일법과 그 해석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고만 하고 있는 우리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문리해석상 ‘주장’을 단체교

섭-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관철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할 근거는 없다. 

‘그 주장’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바로 앞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제2조 제

5호)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

나,102)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문장만 보면 오히려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 또는 ‘노동관계에서의 주

장’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01) 이병태 교수는 단체교섭 목적 한정설 이 소수설(김형배, 이상윤)·판례이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수설·판례는 단체교섭 목적 한정부정설 이라고 하며(이

병태, 앞의 책, 291면), 하갑래 교수는 쟁의행위 목적을 단체교섭대상에 한정

할 것인지에 관한 연계긍정설(판례, 이상윤) 과 연계부정설(임종률) 이라고 

부른다(하갑래, 앞의 책, 467면). 
102) 하갑래, 위의 책, 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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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기본권 상호간의 관계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대상)사항과 관련시키는 것은 노동기본권 

상호간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결정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견

해도 있다.103)

대법원은 지하철공사 사건 판결에서 직권중재 제도가 합헌이라는 논

리를 전개하면서 “노동3권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단

체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법상의 자유

주의적 법원칙을 수정하는 신시대적 시책으로서 등장된 생존권적 기본권

들이므로 이 노동3권은 다 같이 존중, 보호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비중의 

차등을 둘 수 없는 권리들임에는 틀림없지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 노동3권 가운데에서도 단체교섭권이 

가장 중핵적 권리이므로,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이 정당하게 확보되어 있

기만 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해도 필

요한 최소한도내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상당한 대상조

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일 때에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고 하였는데, 이 

판결 때문에 대법원이 단체교섭권 중심설 의 입장에 선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104)

그러나 사실 이 판결 외에 ‘중핵적 권리’라거나 ‘중심적 권리’라는 표현

을 사용한 것은 없다.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청구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노사의 실질적인 힘의 대

103)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앞의 책(I), 589면 [정진경 집필 부분] 
104) 이병태, 앞의 책, 72면; 이상윤, 앞의 책,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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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루고자 법은 근로자들에게 노동삼권을 보장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근로자들의 힘을 증대시켜 주는 실질적인 장치는 단체행동권으로서 이는 

근로계약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실질적인 위법행위인 파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상 및 민사상의 면책을 하여 줌으로써 근

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하여 단체행동권이야말로 실질적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 관해서도, 직권중재제도 합헌결정(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결정)을 근거로「단체교섭권 중심설」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105) 이 결정에 명시적으로 단체교섭권이 중핵이라거나 중

심이라는 설시는 없다. 오히려 다수인 위헌의견(재판관 김진우,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고중석)은 “단체행동권이 전제되지 않은 단체결성이나 단

체교섭이란 무력한 것이어서 무의미하여 단체결성이나 단체교섭권만으로

는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은 확보될 수 없으므로, 단체행동권이야말로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전제…근로3권 가운데 

가장 중핵적인 권리는 단체행동권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결정 등)”고 하여 단체행동권 중심설 에 가깝다. 

또한 경비업법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359 

결정)다수의견을 보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아니하면서 단체행동권 중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

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만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하고 있어, 3개 권리를 완전히 분리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고,106) 청원경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청원

105)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앞의 책(I), 95면 [김선수 집필 부분]
106) 이에 대해 반대의견에서 조대현 재판관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은 모두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3개의 

권리가 각자 독립된 기본권이므로 어느 하나의 권리, 예컨대 단체행동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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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

더라도 경비하는 시설의 안전 유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5헌마653 결정)”

고 하여 유사한 입장에 서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

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변정수 재판관은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단체

교섭권을 중심으로 하여 한 묶음의 권리”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이는 단

체교섭권만 보장이 되면 단체행동권을 전부 부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3권이 서로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

다.107)

해서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고 하고,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각각 독립한 기본권으로서의 독자성을 인

정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인정한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

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우리 헌법의 근로3권 보장 연혁 및 규

정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33조 제1항 자체에 위반된다”고 한 다음, “설

령 단체행동권을 하나의 독립된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3권을 일

체성을 가진 하나의 기본권으로 파악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근로3권의 일부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

도, 일반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이 금지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다. 
107) 변정수 재판관 반대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

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밀접한 상호 관련 아래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어서 서로 목적·수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

여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고 본다. 어떤 분들은 단결

권이 노동3권 중 으뜸 되는 권리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단결권만 

인정하면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근로자의 단결을 전제로 하여서만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단결권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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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론서를 보면, 대체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통일적 권리”라

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정하지만 상호 관계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김형배 교수가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

므로 단체교섭을 포기한 노동조합이라든가 교섭 없는 쟁의행위는 무의미

하다”라고 하여 가장 강력하고 단정적인 단체교섭권 중심설 을 취하고 

있고,108) 김유성 교수는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성이 없다는 점이 파업의 

정당성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로 기능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의하여 정당성이 규정된다는 그러한 적극적 의미의 

일체성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109) 박홍규 교수는 “노동단체는 항의행동, 

가두데모, 정치파업, 의회 로비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왔고, 헌법 

제33조가 그러한 역사적 경과를 기초로 한 규정이라고 보는 한, 단체교섭

을 노동단체권의 중심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역사적으로 접근하고,110)

이영희 교수는 단체행동권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조합의 조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기는 하나 단결

권만 인정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그것을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고 볼 수 없다(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동조합은 친목단체에 불

과하고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

는 것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자는데 있고 단결권은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고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실력행사를 통한 단체교섭의 실효성확보를 위

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 이다. 즉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쟁의권)은 단체 교섭

에 있어서 노사의 대등관계를 실현시켜 단체 교섭을 유리하게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하여 한 

묶음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권리로서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빙자하여 노동3권 중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배

제한다면 이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임을 면할 

수 없을 것… ”
108) 김형배, 앞의 책, 116면 
109) 김유성, 앞의 책, 32~33면 
110) 박홍규, 앞의 책,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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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고 단체행동권의 밑받침 없이는 이들 권리는 별다른 힘을 가질 수 없

다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은 노동3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111)  

사실, 무엇이 중심·중핵적 권리인가에 관한 논의의 실익은, 쟁의행위 목

적을 단체교섭(대상)사항에 제한할 것인지가 아니라, 노동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내용 및 제한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

다.112) 단결권 중심설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같이 사용자

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사항에 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의 향상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광범위하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

러한 사항의 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 단체

교섭권 중심설에 따를 경우 단체행동권 행사는 단체교섭권의 완전한 행사 

없이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최후수단 원칙이 적용되어 단체행동권의 독

자성을 부정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단체행동권 중심설은 단체행동권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하는데 불가결한 것이므로 단

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113)

결국「단체교섭권 중심설」은 우리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에 그 인정근

거가 없고, 판례의 축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으므로, 쟁의행위 목적을 단체

교섭(대상)사항에 제한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3. 판례 : “자치적 교섭 조성”에서 “단체교섭(대상)사항”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노조법 제37조 제1항의 

111) 이영희, 앞의 책, 174면 
112)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앞의 책(I), 96면 [김선수 집필 부분]
113)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위의 책(I), 96~97면 [김선수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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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

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

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

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이 중 일부 판결은 ‘첫째 그 주체가…둘째 

그 목적이…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라는 문

구가 빠져 있음 

대법원 1990. 5. 15. 선

고 90도357 판결 [서울

지하철공사 사건], 대

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철도공

사 사건],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국민연금관리공

단 사건],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전기협 사건], 대

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대법원 2

000. 5. 12. 선고 98도3

299 판결,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만도

기계 사건], 대법원 20

07. 12. 28. 선고 2007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입법화되기 이전인 구 노동쟁의조정법 

하에서부터 주체·목적·절차·수단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는

데, 그 중 ‘목적’에 관한 부분은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입장이 줄곧 일관되게 유지된 것으로 생각되지

만, 그 구체적인 판시 방법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

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판례들을 판시사항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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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204 판결, 대법원 2

009. 6. 23. 선고 2007

두12859 판결

“…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 뒤에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

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가 없음)”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국

민연금 공단사건], 대

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기아

자동차 사건]

“…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2

조114)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

대법원 1991. 1. 23. 선

고 90도2852 판결 [현

대중공업 사건]

“그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1. 5. 14. 선

고 90누4006 판결 [주

식회사 직장인 사건];

대법원 1992. 1. 21. 선

고 91누5204 판결 [세

왕진흥기업 사건]; 대

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855 판결[주식회

사 성화 사건];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

1645 판결[대전 선병원 

사건];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

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 대법원 1991. 11. 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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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한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91도326 판결 [대림

기업사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

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

야 하고 …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

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 노동관

계 당사자의 주장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임

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

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 가리키고 반드시 임금 

등 근로자의 경제적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

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2. 5. 12. 선

고 91다34523 판결 [현

대사회과학연구소 사

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

여야 하고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

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25. 선

고 93다30242 판결 [한

일개발 사건]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

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

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

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4. 9. 30. 선

고 94다4042 판결 [강

원산업 사건]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 측에게 유리하

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

하는 투쟁행위”

대법원 2000. 5. 26. 선

고 98다34331 판결 [성

일운수 사건]

(쟁의행위 목적에 대한 원칙론 판시 없이)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

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

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 2001. 4. 24. 선

고 99도4893 판결 [현

대자동차 사건]; 대법

원 2002. 2. 26. 선고 9

9도5380 판결 [조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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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

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최근 가장 큰 파업 중 하나인 2013년 철도노

조 파업(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사회 반대 

파업)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22. 선

고 2014고합51 판결(1심에서 위력의 전격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고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에서 그대로 항·상소가 

기각되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판단은 1심 판

결에만 있음)은 91년 철도공사 사건 판결과 같

이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자치적 교섭 조성의 

목적’과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

구에 대하여 단체교섭 거부시 개시’ 요건을 천

명한 다음,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구조조정의 실

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

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

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2011년 쌍용

자동차 사건 판시를 인용하면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

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

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다”고 하였다. 

사 사건];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한양공영 사건];

대법원 2003. 2. 28. 선

고 2002도5881 판결[철

도청 사건]; 대법원 20

03. 3. 14. 선고 2002도

5883 판결[철도청 사

건]; 대법원 2003. 3. 2

8. 선고 2002도6060 판

결 [철도청 사건]; 대법

원 2003. 7. 22. 선고 2

002도7225 판결 [가스

공사 사건]; 대법원 20

03. 11. 13. 선고 2003

도687 판결 [한국 시그

네틱스 사건 – 이 판

결은 먼저 가스공사 

사건 판시를 인용한 

다음, 과거 4요건 관련 

1991년 철도노조 사건 

판시도 함께 인용하고 

있다]; 대법원 2003. 1

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조폐공사 사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한국과학기술원 사건];

대법원 2005. 4. 29. 선

고 2004두10852 판결 

[철도노조 사건 – 이 

판결도 과거 98도588

판결을 함께 인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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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98도

588 판결을 함께 인

용]; 대법원 2006. 5. 2

5. 선고 2002도5577 판

결[98도588 판결을 함

께 인용];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98도588 판결을 

함께 인용]; 대법원 20

08. 9. 11. 선고 2004도

746 판결 [대한항공 사

건, 99도4837 판결을 

함께 인용]; 대법원 20

11. 1. 27. 선고 2010도

11030 판결 [쌍용자동

차 사건];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쌍용자동차 사

건]; 대법원 2014. 8. 2

0. 선고 2011도468 판

결 [철도노조 사건]; 대

법원 2014. 11. 13. 선

고 2011도393 판결 [가

스공사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범박동 새마을 금고 

사건]

114)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

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

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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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법원은 처음에는 “단체교섭 사항이 ~ 해야 한

다”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라

고 하여 일반적인 4요건을 설명하였으나, 이른바 경영(권)사항이 전면적으

로 문제되기 시작한 한일개발 사건 판결(1994)부터 본격적으로 “단체교

섭사항이 될 수 없으니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 판결을 인

용한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2001)부터는 아예 4요건에 관한 기초 법리

의 설시도 없이 그대로 “경영상의 조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많아졌다. 초기 판

시 중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 변화를 설명한 것은 1994년 강원산업 사건 판결(94다4042)이다.115)

이 사건은,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지급을 노사협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이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다가 쟁

의행위에 이른 사건으로, "단체협약에서 이미 노사협의　사항으로 합의하

여 단체교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교섭을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그 요구를 관철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위 쟁의행위는 그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아니라, 평화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115) 이 판결이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

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

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판시를 처음 하면서, 현대사회연구소 

사건 판결(91다34523)과 한일개발 사건 판결(93다30242–강원산업사건의 6

개월 전)을 인용하였으나, 실제 두 사건에는 이러한 설명이 없다. 강원산업 

사건 판결 이후에도 이런 판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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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자체는 전형적인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단체교

섭(대상)사항이 되지만, 단체협약에 노사협의로 정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주로 평화의무를 특

약으로 정한 이른바 ‘절대적 평화의무’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판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쟁의행위의 정

당한 목적을 ‘자치적 교섭의 조성’이 아니라 ‘단체교섭(대상)사항’으로 축

소한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자치적 교섭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과, 직접 그 ‘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관들이 그러한 과정을 인식하였는지, 그에 뒤따를 영향을 예

상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이러한 판시가 2000년대 사건들에 “단

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형태로 반복되었고, 경영(권)사항과 관련된 주장

을 하는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었다. 

1994년 한일개발 사건 이전 사건들이 직접적으로 이른바 경영(권)사

항 사안이 아닌 반면, 이후에도 한일개발 사건 판시를 인용한 사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경영(권)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

은 판시방법의 변화 흐름은 ‘경영(권)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당위가 체계적인 논증을 압도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경영(권)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주

류를 이루면서, 그 근거로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복하게 된 것인바, 이는 결론이 논리(판결이유)를 압도하고 선례의 내용

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역진(逆進)’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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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교섭(대상)사항의 범위 

쟁의행위 목적을 단체교섭(대상)사항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에 서면, 단체

교섭(대상)사항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1) 의의 

사전적으로 단체교섭(대상)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하지만 통상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

체로부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 또

는 사용자단체는 반드시 그 교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지워진 교섭사항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116)

그동안 단체교섭(대상)사항에 관해 적지 않은 의론이 거듭되어 왔다. 유

독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원인에 관해서는, ① 기업별 단체교섭으로 노사협

의사항과 단체교섭사항이 서로 엇물려 그 한계가 뚜렷하지 않고, ② 단체

교섭에 대한 경험부족과 이에 관한 정상적 노사관행이 형성되지 못하여 

노사가 그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사용자와 행정부는 

경영권과 단체교섭 대상이 서로 융화할 수 없는 배타적인 것으로 보고, 

또 노동법원이 있는 서구에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구별하는 법리를 우

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며, ④ 20세기 후반 ‘참가와 

협조’ 시대를 맞아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이에 따른 책임강화에 대한 세계

적 경향에서 멀리 떨어져 이에 대한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단체교섭권을 생존권의 일환으로 보장한 노동기본권

116) 김유성, 앞의 책, 139면; 이병태, 앞의 책,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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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계약이론으로 파

악하는 영미법계의 이론을 원용하는 학설의 혼란이 실무의 다툼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117) 구체적 원인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 법제와 그것을 전제로 한 그 나라의 해석론을 과도하게 

원용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우리 헌법과 법률 조항의 해석에서 출발하여, 그동안 단체

교섭(대상)사항을 둘러싼 논의의 문제점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 헌법·법률 규정과 그 해석 

헌법에서는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단체

교섭(대상)사항의 외연을 규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되고, 노조법 규

정 중에는 제1조, 제2조 제4호, 제5호, 제29조, 제33조, 제47조 등이 단체

교섭(대상)사항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118) 하지만 노조법의 위 조항은 

117) 이병태, 위의 책, 212면 
118) 엄밀히 말하면 단체교섭(대상)사항 범위에 관한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김유성 교수는 노조법 제2조 제5호와 제33조 제1항을 ‘협의의 근로조

건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1조, 제2

조 제4호, 제47조를 ‘보다 광의의 범주’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류한 다음, 

협의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행정서비스(노동위원회에 

의한 쟁의조정 서비스)의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고, 제33조 제1항은 단

체협약 중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사항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

는 단체교섭권의 대상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김유성, 

앞의 책, 137면). 반면 김형배 교수는 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1조, 제2조 

제4호, 제5호,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단체교섭 대상은 노동기본권 보장의 원

래 취지에 비추어 근로조건 내지 근로자의 지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 당사자가 노사 간의 집단

적 관계를 합리적 발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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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제1조), 노동조합의 정의(제2조 제4호), 노동쟁의의 정의(제2조 

제5호),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한(제29조 제1항), 규범적 효력(제33조 

제1항), 자주적 조정의 노력(제47조)에 관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로 ‘교섭사

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노조법에는 단체교섭(대상)사항 범위를 직접 한정

하는 조문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119) 이와 같은 노조법의 태도는 위법한 

사항이 아닌 한 교섭사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자유로

운 결정과 노사관계의 자주적 규제를 겨냥하는 단체교섭 본래의 취지에 

따르게 하는 것120)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간접적으로 참고

하는데 그쳐야 하고, 헌법·법률 문언에만 매몰되어 형식적인 해석을 하기 

보다는 단체교섭이 우리 법제와 노사관계가 갖는 의미와 기능에서 출발하

는 목적론적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3) 판례상 단체교섭(대상)사항의 기준 

단체교섭(대상)사항에 관한 판례는, 얼핏 그 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

고 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이와 관련된 단체협

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주된(핵심적) 대상이 되지만 이 밖에도 단

체교섭의 성질과 취지에 비추어 교섭할 수 있는 사항이면 교섭당사자가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김형배, 앞의 책, 1016면).
119) 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으

로 약칭) 에서 단체교섭(대상)사항을 정한 제8조 제1항은 “그 노동조합에 관

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라고 하고 교

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으로 약칭) 제6

조 제1항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

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라고 하여 비교적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교섭대

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20) 김유성, 앞의 책, 132면;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앞의 책(I), 5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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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단체교섭(대상)사항을 언급하는 

것들이다.121) 부당노동행위 사건(교섭거부)이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사

건 등 직접 단체교섭(대상)사항 자체가 문제되어 그 기준을 설시한 사례

는 거의 없다. 

다만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122) 정도가 

직접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판결례 자체가 많지 않고 

대부분 유니온숍·운영비 원조 등 노조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123)

나 교원·공무원노조법 규정을 근거로 위법적 교섭사항이라고 판단한 

것124)이 대부분이어서,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

는 판결로는 대일실업 사건 판결125) 정도가 전부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의 차량별 고정승무발령, 배차시간, 대기기사 

배차순서 및 일당기사 배차에 관하여 노조와 사전합의를 하도록 한 조항”

은 “그 내용이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

121) 제4장 제1절에서 검토하는 ‘경영(권)사항’에 관한 것이나, 제2절의 ‘권리분쟁’

에 관한 판례도 모두 ‘단체교섭(대상)사항’인지 여부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에 관한 사건들이다. 
122)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므로, 교섭대상을 

의무적·임의적·위법적 사항으로 나누는 ‘교섭대상 삼분설’에 따르면 ‘위법적 

교섭사항’이 문제되는 사안이지만, 반대로 위법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 안 

된다고 한 판결을 보면 전형적인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것 중 위법하지 않

은 것에 관한 판시를 읽을 수 있다. 
12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고려화학 사건–유니온숍 요건 완

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플랜트노조 사건–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금속노조 사건–유

일교섭 단체, 단체협약 유효기간, 해지권 조항 위배]
12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공무원노조 사건],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법원공무원노조 사건] 등
12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대일실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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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헌법이나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규

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한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단체교섭(대상)사항을 언급한 

판결의 압도적 다수는 경영(권)사항에 관한 것인데,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 폐지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식이고, 단체교섭(대상)사항의 판단 기준을 설시하

고 있지는 않다. 

그 판단 기준을 비교적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는 범박동 새마을금고 

사건 판결이다.126) 이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

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

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

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다. 즉 이에 

따르면 단체교섭(대상)사항은 ⅰ) 노동조건, ⅱ)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ⅲ)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한편 직접적으로 단체교섭(대상)사항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파업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 노

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정 근로자의 개인적 근로조건에 관

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의 이해와 관련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

한 사항으로, 근로3권의 행사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

126)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이 판결이 공식적으로 인용한 

참고판결은 모두 ‘중재재정 대상’에 관한 것 뿐, 선행 판결이 없고 이후 이 판

결의 단체교섭(대상)사항 기준을 원용한 ‘따름 판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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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결국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요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헌법상 보

장된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고 하면서 단체교섭(대상)사항에 대한 기준

을 제시한 바 있다.127) 노동기본권의 목적은 협의의 근로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4) 이른바 ‘임의적 교섭사항’의 문제  

우리 노조법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

건’을 교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NLRA 제8조(d)128)의 해석을 언

급하며 미국 판례의 교섭사항 3분론(의무적, 임의적, 위법적 교섭사항)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129) 대법원 판결 중에도 ‘임의적 교섭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한밭택시 사건)130)있다. 

127) 그러나 이 결정의 결론은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

소한의 조치라고 하여 합헌이라고 하였다. 
128) 제8조(d) [단체교섭 의무] 이 조에서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자가 

상당한 횟수 만나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에 관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협의할 의무를 말한다…(29 U.S. Code § 158 … (d) [Obligation to bargain 

collectively]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o bargain collectively is the 

performance of the mutual obligation of the employer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employees to meet at reasonable times and confer in good faith with respect 

to wages, hours, an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
129)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위의 책(I), 596면 [정진경 집필 부분]은 “교섭사항 3분

론을 받아들여 교섭사항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까지 한다. 
130) 이 판결에 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그 중에서 이 글의 쟁점과 

관계된 부분은,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사항을 ‘임의적 교섭사항’이라고 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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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임의적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처분

할 권한도 있고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정의

된다.131) 미국 판례법의 정의를 번역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에 응할 수 있는 사항, 즉 당사자가 제안할 수는 있

으나 고집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하기도 한다.132)

미국 판례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은, 처음부터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것(non-mandatory)이라고 하여 일종의 잔여 개념으로 등장하였고, 적극적

으로 그 내용을 정하는 것보다는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으면서 위법

하지 않은 사항 중에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보인다. 

첫 판례인 1958년 NLRB v. Wooster Division of Borg-Warner Corp. 사

건133)에서 연방대법원은, 교섭대상을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으로 구분한 

분이다. 본래 미국에서도 교섭의 진행 절차에 대한 사항, 숍 조항, 조합비공제

(check-off) 등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기타 고용조건(other 

conditions of employment)’으로서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일본의 경

우에도 노조전임제를 비롯한 편의제공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조전임제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사항

이 임의적 교섭사항이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집단

적 노사관계 관련 사항인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

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범박동 새마을금고 사건 판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이 있는데, 다만 같은 해 이보다 조금 앞

서 선고된 부산교통공단 사건 판결에서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전임

자, 시설 편의제공, 출장취급 등을 중재재정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기

도 하였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131) 임종률, 앞의 책, 135면
132)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앞의 책(I), 597면 [정진경 집필 부분]
133) 356 U.S. 342 (1958) - 1952년 Borg-Warner Corporation이 International Union을 

제외한 Wooster 지부노조만 노동자대표로 표시하고(노조 승인 조항 recognition 

clause), 회사의 최종제안에 관하여 비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파업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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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NLRA 제8조(d)가 명시적으로 열거한 의무적 교섭사항은 파업 등 

경제적 무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할 자

유가 있지만, 임의적 교섭사항은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나 경제적인 

무기에 의존하여 이를 고집할 자유는 없으나 임의로 응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제3자의 관계,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내부관계, 적정 교섭단위에 

관한 NLRB 결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속한다고 했다.134) 그리

고 이후 판례에서 안전·위생·작업량·선임권(seniority)·승진·전근·채용시의 

제조건 등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과 shop제도·조합비공제제도 등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고충처리절차나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평화조

항과 같은 쟁의행위 절차·룰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절차·룰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은 “기타 고용조건”에 해당하는 의무적 교섭사항으

로 보고 있으나, 경계에 있는 사안에서 의무적 교섭대상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135)

특히 이른바 ‘경영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외주화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고 한 판결[대표적으로 Fibreboard Paper Products Corp. v. NLRB, 379 

U.S. 203 (1964)], 일부 사업폐지가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대표적으로 First National Maintenance Corp. v. NLRB, 452 U.S. 666 

(1981)], 공장이전(relocation)이 교섭사항이 된다고 한 판결[대표적으로 

밀투표를 하여야 한다는 투표조항(ballot clause)을 포함시킨 것이 부당노동행

위인지 문제된 사건. NLRB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제6

연방항소법원이 투표조항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NLRB가 상고하였

으며,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노조승인조항과 투표조항 고집이 부당노동

행위라고 판단하였음 - 자세한 것은 정진경a, “미국의 단체교섭대상사항 : 소

위 ‘경영사항’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19호(2005), 481면 이하 
134) 정진경a, 위의 글, 478면 
135) 정진경a, 위의 글, 4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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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Food & Commercial Workers, Local 150-A v. NLRB (Dubuque 

Packing Co.), 1 F.3d 24 (D.C. Cir. 1993), cert. denied, 511 U.S. 1138 

(1994)] 등136)을 보면, 일관되고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First National Maintenance 판결 이후, 특정 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이 근

로자 및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근로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보고,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는 Balancing Test137)가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하지만, 그 형량의 대상, 비중 및 방법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정립되지 

않았고, 결국 하도급 계약이나 사업장폐쇄와 같은 이른바 경영사항으로 

분류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미국의 판례이론은 종합결론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다.138) 이후 나온 미국 문헌들도 오래된 판례를 중심으

로 의무적 교섭사항의 예를 설명하고 있을 뿐, 특정한 사항(예컨대 정리

해고)을 일률적으로 (의무적)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36) 최초의 구분 사례인 Wooster Division of Borg-Warner Corp. 사건이 임의적 교

섭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고집’이 간접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거

부가 되는지를 다툰 것인 반면, 이후 주요 판결례로 거론되는 판결들은 모두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가 직접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를 다루고 있다. 
137) ‘경영상 결정’을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ⅰ) 광고․선전이나 제품의 유형, 디자

인, 자금할당과 같이 근로조건에 간접적이고 미약한 영향만을 갖는 결정(→원

칙적으로 임의적 교섭사항)과, ⅱ) 일시해고나 재고용의 순서, 생산량의 할당, 

직장규율과 같이 거의 전적으로 노사 간의 관계와 관련된 결정(→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 ⅲ)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고용관계와는 완전

히 분리되어 수익 측면에만 관심을 둔 결정으로 나눈 다음, ⅲ) 유형의 경우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자의 경영행위에 주는 부담”을 비교 형량

(balancing)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에만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고 하였

다(Stewart 대법관의 법정의견). 
138) 정진경a, 앞의 글, 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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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노조법에는 직접적으로 ‘임의적 교섭사항’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없다.139) 노조법 제24조 제4항, 제5항은 단체

협약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안에서 노조전임의 급여를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 

2항은 쟁의행위기간 중에 임금지급 의무는 없으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되 이를 위한 파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교섭대상

의 개념을 사실상 법제화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140)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분을 보전한다는 합의를 임의적 교섭사항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견해도 같은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141) 그러나 노조법 제

24조 제4항은 면제 한도에서 전임 급여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제5항은 

그 면제 한도를 위반한 급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139) 공무원노조법에서 단체교섭(대상)사항을 정한 제8조와 단체협약 효력에 관한 

제10조, 그리고 유사한 규율내용을 가지는 교원노조법 제6조와 제7조를 보면,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

하여(공무원노조법)” 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교원노조법)” 교섭을 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렇게 체결된 협약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

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

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사용자(정부교섭대표 또는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그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종래 논의에서의 ‘임의적 교섭사항’과 완전히 같

은 것은 아니지만, 법령·조례 또는 예산 등과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단체협

약으로서의 효력만 부인할 뿐, 교섭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단체협약의 체

결을 금지하지는 않고, 정부교섭대표에게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지위에 있다. 이승욱c, “공무원

단체교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법연구 제25호(2008), 93면에서는 이

들을 ‘비교섭사항’이라고 하면서,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 교섭

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한다. 
140) 이상윤, 앞의 책, 725면
141) 임종률, 앞의 책,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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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근거로 

임의적 교섭대상 개념을 법제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44조 제2항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 대해서

는 처벌규정(제90조)까지 두고 있어, 교섭이 허용된다는 취지인지 분명하

지 않다. 게다가 전임자 임금지급이나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

합의 운영비 원조 행위에 관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

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

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

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

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단체협

약이 위법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이러한 법원 입장에 따르면 전임자 임금지급

이나 쟁의기간 중 임금지급 역시 위법적 교섭사항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142)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교섭사항 3분론’ 또는 ‘임의적 교섭사항론’이 

단체교섭(대상)사항을 넘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앞서 본 것처럼 본래 미국법에서 ‘임의적 교섭사항’은, ① 교섭의무가 

없어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고, ② 단체교섭의 쌍방 당사자

142) 다만 일체의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9. 12. 31.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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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항들을 제안하고 교섭할 수는 있으나 ‘고집’ 할 수 없어, 결국 교

착상태에 이르기까지 고집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

으며, ③ 그 관철을 위하여 쟁의행위나 직장폐쇄와 같은 경제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여 주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되었고, 쟁의행

위 목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해서는 주로 ‘구속력’143)과 이른바 

‘인사합의조항’의 효력,144)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이 문

제된다. 

쟁의행위의 목적이 문제된 사건(판결) 중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나 

‘의무적 교섭사항’ 같은 용어를 사용한 판결은 없으나, ‘임의적 교섭사항’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는 “임의적 교섭사항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145)

그러나 제안하고 교섭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없고 그 관

143) 임종률 교수는 “사용자가 처분할 권한도 있고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

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합의한 이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고 

있으나, 이 때 말하는 ‘구속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추가 설명은 없다

(임종률, 앞의 책, 136면). 이어서 “사인 간에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하는 교섭

에 불과하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단체교섭이라 볼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규범적 효력이 아니라 채무적 효력이 있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다만 각

주에서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 포레시아 사건 판결(대법원 2014. 3. 27. 선

고 2011두20405 판결)을 인용하고 있어 명확하지는 않다. 
144) 인사합의조항의 경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효력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합의권 남용’이나 ‘포기’ 법리를 도입하거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

50263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

두8788 판결 등) 명문으로 ‘합의’라고 하고 있음에도 ‘협의’로 족하다고 하기

도 하여(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유혜

경, “고용안정협약과 경영권”, 경희법학 제51권 제2호(2016), 24면 등 참조
145) 임종률, 앞의 책, 243면; 하갑래, 앞의 책, 467면; 박지순, “방송의 공정성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경영법률, 27권 2호(2017), 658면; 사법연수원, 앞의 책,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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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을 위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라는 개념 자체를 

굳이 만들어야 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노동자의 지위 또는 노동자-사용자 사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교섭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의 일부를 ‘임의적’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 실재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교섭 자체를 거

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무엇보다 우리 헌법이나 노조법의 규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임의적 교섭사항을 인정하고, “일단 사용자가 받아들여 교섭을 하고 협약

이 체결되면 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 ‘구속력’

의 내용이 무엇인지, 규범적 효력은 인정되는지, 특히 교섭의무 부여조항

의 경우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의무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정작 일관성 있는 논리가 뒷받침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개념의 필요성에 관한 의구심은 더 커진다.146)

미국 판례법에서 비롯된 임의적 교섭사항에 관한 논의는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법 해석에서 그 내용이나 효과가 일관성 있

게 완전히 설명되지는 못하고 있고, 구태여 받아들일 논리적 필연성이 없

다. 특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임의적 교섭사

146) 한편 쟁의행위 목적이 단체교섭 사항에 연계되어 있다는 이른바 단체교섭권 

중심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법과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밖

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법상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쟁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그러한 쟁의행위가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

한 ‘고집(insisting)’에 해당하여 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한 상대방의 단

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측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임의적 교섭사

항에 대한 쟁의행위를 하여도 그것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권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 고호성, “단체교섭 대상사항에 관한 

법규제”, 제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 편 논문집 32집(1991),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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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관한 쟁의행위는 목적에서 있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

험하다.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미국법과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제도를 권리·의무

의 문제로 파악하여 국가의 개입으로 단체교섭을 조성하는 면도 있지만

(교섭의무와 부당노동행위제도)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으로 정하여 규범적 

의미에서 사회적 제도로 인정하는 유럽형 모델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는 

점,147) 그 구분이 유래한 미국 판례법에서도 선험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임의적 교섭사항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 별(case-by-case), 사항 별

(subject-by-subject)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쟁

의행위의 목적이 교섭의무가 있는 단체교섭 사항(대상)에만 한정된다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근거가 없고 특히 노조법 제2조 제5호가 정하

는 노동쟁의 개념에 제한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NLRA와 달리 우리 법에는 ‘교섭사

항’의 정의에 관한 문언이 없고,148) 어차피 의무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만 

교섭의무를 부담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굳이 ‘임의적 교섭

사항’ 개념을 인정할 실익도 없다.149)

5. 소결 

단체교섭(대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과의 관계,150) 즉 두 가지는 완전히 

147) 고호성, 위의 글, 203, 221면 : 유럽형 모델은 단체교섭을 방임하는 태도를 취

하여, 국가법은 단체교섭을 금지하지도 않지만 단체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제

도를 마련하지도 않고, 단체교섭제도의 내용을 형성할 모든 책임과 권한이 

노·사 당사자에게 일임되어 있다는 것이다. 
148) 김유성, 앞의 책, 139면
149) 김유성, 위의 책, 141면
150) 교섭의 ‘대상(사항, subject, topic)’과 쟁의행위의 ‘목적(objective)’은 층위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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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인가.151) 이 문제는 쟁의행위 목적을 둘러싼 논의에서 가장 핵심

적인 쟁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그렇게 볼 법령상 근거도 없고, 현실 노사관계에서 실력행

사가 필요한 경우에 비추어도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제한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먼저 쟁의행위의 목적이 단체협약을 통한 ‘계약 내용의 상향 조정’에 

있어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이른바 ‘단체교섭권 중심설’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데,152) 사실 그 이론적 토대는 그리 단단하지 않다. 일찍이 그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헌법153)과 달리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

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기본권 사이에 어떠한 우열관

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단체교섭(대상)사항 문제는 “~에 관한 교섭”, 쟁의

행위 목적 문제는 “~에 관한 주장의 관철”이라고 보면, 같이 비교하고 그 관

계를 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51) “교섭대상은 쟁의행위의 목적보다도 그 범위가 넓다”고 단적으로 말하는 견

해도 있지만(김형배, 앞의 책, 1016면; 김형배·박지순, 앞의 책, 495면),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그렇게 말하는 견해가 실질적으로 단체

교섭(대상)사항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지도 않다. 총론에서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 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

고 하면서도(김형배, 앞의 책, 494면), 권리분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다고 하고(1020면), 경영주체의 고유한 경영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더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1021면), 사용자

의 고유한 인사권의 행사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1022면). 
152) 단체교섭권 중심설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근로자 생존의 기본적 토대는 

‘대 사용자관계상의 근로계약’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최영

호, 앞의 글, 196면 
153)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

장한다(勤労者の団結する権利及び団体交渉その他の団体行動をする権利は、これを保

障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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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정하지 않고 병렬적으로 정하였다는 점,154)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

지는 근로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관계된 제 문제의 결정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

을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는 점,155) 기본법

에는 단결권만 규정하고 단결체의 존속과 활동에 관해서는 제도적·기능적

으로 보장하는 독일이나 적정교섭 단위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조합의 단결

권과 단체교섭을 분리하고 공동행동도 상호부조와 원조 목적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단체교섭을 단체행동에서 분리

한 것은 일종의 정책적 산물이며 각 권리의 내용은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독자적으로 변화해갈 수 있는 권리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156) 등을 고려하면, 노동3권은 각각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근로

자의 자기 결정에 관한 실질적 관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기적 일

체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리적으로도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단체교섭’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

단적 권리로 볼 이유가 없다. 단결권은 결정과정에 대한 관여의 전제가 

되는 단결체(특히 노동조합) 결성과 운영을 보장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단결체의 동태적 측면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단결체의 동적 측

154) “노동삼권 상호간의 관계가 언제나 의존적이고 보완적이라고 할 수 없고 때

때로 서로 무관하기도 하고 대립적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이영희, 앞의 책, 

139면
155)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위의 책(I), 97면 [김선수 집필 부분]; 西谷敏, 앞의 책, 

50면; 일본 학계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널리 노동자의 생존권 일반

의 옹호”에서 구하는 견해도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원활한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 三井正信, “団体交

渉権の構造”, 日本労働法學會 편, 講座労働法の再生 제5권(日本評論社, 2017), 

68면 
156) 이철수a, “헌법과 노동법”,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허영 박사 정년기념 논문

집), 4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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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단체교섭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57)

현실에서도,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는 사실 단체교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 내용대로 단

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용자의 우

월한 경제적 지위에서 나오는 계약조건 및 노동조건에 대한 일방적 결정

권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못 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요구를 받

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 한 가지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쟁의

행위 가능성’은 노동기본권 중 유일하게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요구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는 법적인 힘)’로 기능하는 것이다.158)

따라서 오히려 단체행동권이 노동기본권을 실질적 권리로 만드는 원동

력이자 원천이라고 할 수 있고, 계약론적 관점에서 근로(계약)조건을 유리

하게 정하는 (협의의) 단체교섭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지위

에 한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심적 권리’ 또는 ‘중핵적 권리’의 표현을 

사용한 판결·결정들도, 모두 특별법이나 직권중재 제도와 같이 노동기본

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의 범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내용상으로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단체교섭 (대상)사항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ILO도 단체교섭권에 관한 논의 없이 파업권의 근거를 “(단결체의) 운영

과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의 방침을 형성할” 권리를 규정한 제87호 협약 

제3조에서 찾으면서, “파업권은 근로자와 그 단체가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157) 西谷敏, 위의 책, 50면 
158) 이흥재 교수는 “단체행동권의 적정한 보장이야말로 노동과 자본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여 상의상생의 會通的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憲法의 檢’이라고 

한다. – 이흥재c, 앞의 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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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필수적 수단의 하나”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이익은 더 나은 근로조건과 직업적 성격에 대한 집단적 요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정치적 

정책 문제와 노동문제의 해결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159)

요컨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만, 이는 쟁의행위가 단체교섭의 목적에 종속되거나 한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하나의 법 목적의 토대에서 동적이고 유

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근로삼권의 상호관련성은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의하여 정

당성이 규정된다는 그러한 적극적 의미의 일체성으로 볼 수는 없고, 생존

권 이념을 실현하려면 어느 하나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미

에서의 상호관련성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다.160)

다른 한편 이 절에서는,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 이후 일관되게 “단체

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도 점검하였다. 

처음에는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하여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이었지만, 강원산업 사건 판결(94다4042) 이후 

그러한 유보적이고 개방적인 문구도 없이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화되었는데, 이 과정에 합리적인 논증도 없을 

뿐 아니라 이후 문제가 된 ‘경영(권)사항’을 쟁의행위 목적에서 배제하기 

위해 거꾸로 논리를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그 노동관계에 관한 이익을 위해 항의하고 사용자

159) 이승욱a, 앞의 글, 100면 
160) 이철수, 단체교섭의 근로자 측 주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199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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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행사할 필요가 자주 발생한다. 예

컨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노동조합의 와해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항

의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협약위반에 항의하는 쟁

의행위, 산업재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음에 항의하는 쟁의행위나 공

장이전에 반대하는 쟁의행위 등이 그렇다. 

물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은 단체교섭(대상)사항에 한정된다는 입장 

중 일부는, 위와 같은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근로3권의 보호는 쟁의행위 목적의 판단 문제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로

서 ‘쟁의행위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161)이라거나 “사용

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항의를 촉발한 잘못이 있고, 그 시

정을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속성 등에서 충분한 구제가 못 된다”162)며 쟁의행위 정당성이 예외적으

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을 단체교섭(대상)사항으로 환원한 다음 

이러한 예외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

를 살려 쟁의행위 목적을 달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조건에 관

한 단체협약이 근로조건 향상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므로 쟁의행위도 단

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겠으나, 근로조건 또

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협의의 근로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

니므로, ‘그 주장의 관철’이란 노동관계에서 모든 주장의 관철을 위한 것

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설령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단체교섭(대상)사항

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단체교섭(대상)사항을 

161) 이상윤, 앞의 책, 819면 
162) 임종률, 앞의 책,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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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론적 관점에서 근로(계약)조건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면에

서 발생하는 요구사항과 고충163)을 단체교섭의 장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

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체교섭권 인정 범위가 노동법과 단체교섭권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

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학설을 계약권설 과 단체협상설 로 나

누는 견해가 있고,164) 노동기본권 상호관계에 관한 학설을 ‘단체교섭권 중

심설’과 ‘단결권 중심설’로 대별한 다음, 다시 이들 두 입장을 그 정당성

의 범위와 광협에 따라 각각 ‘협의설’과 ‘광의설’로 세분류하여 모두 4가

지 견해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165)

163) 박제성 박사는 “근로계약은 이제 더 이상 좀 더 좋은 가격으로 상품(노동)을 

팔고자 하는 계약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근로계약은 명실상부하게 근로

(노동)의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표현한다. – 박제성b, 

앞의 글, 175면 
164) 이병태, 앞의 책, 213면 - 계약권설 은 노동법을 재산법의 특별법인 노동력 

상품의 교환법으로 자리 매겨 노동조합이 하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의 

활동을 조합구성원인 개별근로자가 하는 노동력 매매에 관련된 거래행위의 

집합현상으로 파악하고 노동기본권을 노동력상품의 등가교환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권리로 이론을 구성한 결과 노동기본권의 핵심적인 존재인 

단체교섭권도 개개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력 매매권으로서 시민법상 자유권인 

계약권과 동질적인 것이 되어 필연적으로 단체교섭권 전반의 보장범위는 사

용자에 대한 경제적 요구, 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는 견

해이고, 단체협상권설 은 노동법을 시민법과 이질적인 단결자치 원리가 지배

하는 독자적 법 영역으로 자리매기고 단체교섭은 개별 근로자와 분리되어 독

자적 존재인 근로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그 구성원인 개별 조합원이 사용자와 

노동력 매매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기준

을 설정하는 제도로 평가하고 단체교섭권은 단체법적 법리에서 파악하여 그 

보장범위를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요구와 나란히 이를 관철하

기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자주적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라는 것이다.
165) 최영호, “단체교섭 대상사항의 획정원리”, 노동법연구 제2권 제1호(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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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근로계약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노동법이 

다루어야 할 것 또는 근로계약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근로(계약)조건만이 아니라 근로(노동)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

다.166) 헌법재판소도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

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데 있다”고 하여 ‘노사관계에서

의 사회적 균형’과 ‘노사간 실질적 자치’가 노동기본권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한 바 있다.167)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거나 수락해야 한다는 의

미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168) 헌법재판소가 말한 

“노사관계에서의 실질적 자치”라는 의미는, 근로자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이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사용자의 요구와 

불일치(=분쟁)할 때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노동의 과정을 결정해 나가

194~198면-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 생존의 기본적 토대를 ‘대사용자관계상

의 근로계약’에서 찾는 ‘단체교섭권중심설’ 중에도 ‘비경영특권설’이라는 또 

하나의 요건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협의설과 광의설로 나눌 수 있고, ‘단결권

중심설’ 중에서도 단결목적을 ‘근로자의 생활이익보호’로 보는 협의설과 ‘근로

자의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으로 보는 광의설이 있다는 것이다. 
166) 박제성b, 앞의 글, 175면
167)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4헌바13 결정;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국가의 

법적 제도보장 의무를 근거로 <입법재량론>과 <공공복리론>을 이유로 대표자

의 단체협약 체결권 조항(현행 노조법 제29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이흥재e, “근로3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법학 제43

권 제2호(2002), 257면 
168) 임종률 교수에 따르면 “주장의 관철이란 엄밀히 말하자면, 상대방이 그 주장

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제

로 노동조합이 그렇게 의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주장의 관철은 그 주장을 

가급적 수용하도록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장의 시위(표명)도 포함한다”고 한다–임종률, 앞의 책,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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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절 노동분쟁

1.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에 관한 것이고, 제6호는 ‘쟁의행위’에 

관한 것이다. ‘쟁의행위’를 정의하면서 제5호를 원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

니라 내용상으로도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개

념을 ‘노동쟁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는 행위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

자단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

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제2조 5, 6호)”169)이라고 제5호와 제6

호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전형적이고, “쟁의행위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

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노동쟁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170)는 설명도 비슷한 경로이다. 대법원도 2009년 철도파업에 대한 

판결에서 노조법 제2조 제5호, 제6호를 같이 인용하기도 하였다.171)

그러나 ‘쟁의’라는 용어가 공통된 것을 제외하면, 제5호의 ‘노동쟁의’와 

제6호의 ‘쟁의행위’는 개념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조항을 

근거로 곧바로 “쟁의행위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관철’로 

169) 사법연수원, 앞의 책, 245면
170) 하갑래, 위의 책, 457면
17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 이전에도 ‘참조조문’에 이 조문을 

표시한 사례는 있었으나(예컨대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

체 판결), 판결 본문에 이와 같이 쟁의행위 목적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직접 

인용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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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정의 규정 쟁의행위 규정

1953년

제정 

노동쟁의

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의 정의) 본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근

로관계당사자간의 임금, 근로

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 (쟁의행위의 정의) 본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동

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근로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

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

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

해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전면개정 

노조법

4.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

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

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

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

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

우를 말한다.

5.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

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

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

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

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보더라도, ‘노동쟁의’ 정의 규정은 바뀌었으나, 

‘쟁의행위’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판례도 중재재심결정 취소 사건(대법원 1996. 6. 23. 선고 94누9177 판

결)에서 중재 대상을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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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과는 달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대

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단체교섭 대상 사항과 노동쟁

의 정의 규정을 직접 연결하지는 않고 있다. 

대부분 노동분쟁 해결의 제도나 기구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노동분쟁에 

대해 개략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분명한 정의를 내리거나 분쟁을 여러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지만,172) 외국에서도 ‘노동쟁의(labor dispute)’나 ‘쟁

의행위(strike)’ 용어 정의는 법령상 명확하지 않으며, 학자들 사이의 논쟁

도 많다.173) 또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정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는 하지만,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고, 특히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것과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므로, 정당성 문제가 정의 때문에 영향

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174)

2. 노동분쟁

용어만 본다면, ‘쟁의’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175)”이라는 뜻이고, 다른 법령에서도 비슷한 뜻으로 쓰인다.176)

172)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 57면
173) Bernd Waas, op. cit., pp. 3~4 
174) Ibid., p. 4–이에 따르면 “많은 나라의 입법자들이 ‘쟁의행위’를 정의하였지

만, 몇몇 나라에서는 이를 해석의 여지로 남겨두었다고 하며, 몇몇 사람들은 

명문의 정의를 두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의행위를 정의하

려는 경계설정이 궁극적으로는 쟁의권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조합 자신의 ‘쟁의행위’ 개념을 더 많이 실

질화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175) 네이버 한자사전 (최종방문 2018. 4. 14.)-일본어 ‘争議[sougi]’에서 비롯되었을 

것이 분명한 ‘쟁의’는, 영어에서는 dispute(s), 독일어에서는 Streitigkeiten,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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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쟁의’는, 적어도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노동관계 당사자의 

의견(주장) 대립 또는 의견 다툼”을 의미하는 ‘상태’177) 개념이고, 일상 용

어라면 ‘노동분쟁’178)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노조법 제2조 제5호가 말하는 ‘노동쟁의’는 이러한 일반적 

용어의 사용법에서 벗어나,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노동분쟁’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분쟁만 가리키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행법에는 ‘노동분쟁’에 대한 일반적 또는 망라적인 정의 규

정은 없는 셈이 되었다.179) 즉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 정의규정

스에서는 les conflits 정도로 표현된다. 
176)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군사법원법 제3조의 2, 법무사

법 제21조 등
177) 이에 대하여 “노사관계란 기본적으로 대립이 전제되어 있고, 분쟁 자체가 상

태를 의미하므로 굳이 '상태'개념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

다”고 하면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관

계가 당사자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公的인 사회관계로 진입해야만 분쟁이 된

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황승흠, 분쟁에서 법의 동원:'87년 이후의 노동분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논문(1996), 5면 
178) 현행법에 ‘노동분쟁’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실종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

은 ‘선원법’으로, 이 법에서 ‘노동분쟁’은 “조업 중단이나 업무저해”를 의미하

고(선원법 제137조), “노조법상의 노동쟁의를 제외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제130조). 또한 “당해 쟁의행위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이익

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165조 제3항)”고 하여 권리분쟁

에 대한 쟁의도 허용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권창영a, “선원의 쟁의행

위”, 노동법연구 제15호(2003), 363면]. ‘노동분쟁’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노

조법상의 노동쟁의를 제외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규율 부분

(선원법 제130조) 등도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 그 중에서도 노조법이 정하는 

노동쟁의를 제외한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한 취지와 선원 

쟁의행위의 특수성에 관하여는 권창영, 선원법 해설(제2판), 법문사(2018), 300

면; 권창영b, “선원의 근로관계”, 사법논집, 제33집(2001), 417~419면 참조]. 
179) 김광덕, 노동 권리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 : 노동법원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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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른바 ‘이익분쟁’의 정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노사관계에서 발

생한 모든 분쟁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180)

오히려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

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한 노조법 제47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

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

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제49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분쟁의 일반

적 정의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노동분쟁’을 “개별적·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 간 관계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에 기하여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반대하는 타방 당

사자의 반응이 서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181)

노동법이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노동분쟁’임에도, 

우리 노조법에서는 그에 대한 포괄적 개념정의가 생략되거나 적어도 잘못 

정의되었고, 그 결과 ‘노동분쟁’ 전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도 실종되었다. 

‘노동분쟁’의 포괄적 정의나 그 해결방법에 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실정법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노조법 제2조 제5호)만을 절대시하

고,182) 나아가 (실정법상) 노동쟁의의 개념(대상)→단체교섭(대상)사항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11면 
180) 정인섭a, “노동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노동법연구 제19호

(2005), 3면
181) 菅野和夫，일본 노동법, 이정 역, 법문사(2015), 827면
182) 게다가 1997년 법 개정 당시 쟁의행위의 개념이나 범위 부분 개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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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논리로 나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3. 노동분쟁의 분류와 해결

노동분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노동분쟁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구분

해 보면, 각각 적합한 노동분쟁 해결방법이 다를 수 있다. 

노동분쟁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183)은, ⅰ) 이익분쟁(interest 

dispute, bargaining dispute, economic dispute)와 권리분쟁(rights disputes, 

legal disputes)로 나누는 것과 ⅱ) 집단적인 분쟁(collective disputes)과 개별

적 분쟁(individual disputes)으로 나누는 것이다.184)

권리분쟁은 법률·단체협약 또는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명시된 권리(또는 

의무)에 대한 해석 또는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분쟁으로, 이러한 분쟁의 

핵심은 근로자 개인 또는 여러 근로자에게 타당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

다는 주장인 반면, 이익분쟁은 미래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하고, 대체로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일어

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결정’이라는 용어가 들어

가, 과연 입법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노동쟁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1997. 2. 19. 열린 공청회에서 당시 노사관계법 개혁위원

회(노개위) 공익위원이었던 임종률 교수가 정부안이 노개위 공익위원안과 달

리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이후 여야 합의안 도출과

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183) 이 분류방법은 실정법상 분류가 아니라 이론·강학상의 분류이다. 실정법상으

로는 아예 분쟁을 구분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

광덕, 위 논문, 11~13면 참조
184) A. Gladstone, “Settlement of dispute over rights”, R. Blanpain Ed., Comparative 

labor law and industrial relations in industrialized market economics(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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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며, 한쪽에서는 어떠한 권리를 만들어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 하고, 다

른 한쪽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분쟁이다.185) 개별 노

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생기는 분쟁은 개별적 노동분쟁, 노동조합 내지 노

동자집단과 사용자 간에 생기는 것은 집단적 노동분쟁이라고 할 수 있

다.186) 권리분쟁은 종종 개별적 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익분쟁은 

집단적 분쟁과 매우 가깝지만,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187) 특히 단체교

섭이나 쟁의행위에서 문제되는 것은 단체협약 불이행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집단적(의미를 갖는) 분쟁인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분쟁을 개별적인 

것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노사분쟁의 분류 자체가 반드시 엄밀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에 관한 분쟁은 법률상으로는 (법

원에서는) 해당 변경의 법적 효력이 다투어지는 권리분쟁으로서 발현되지

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간의 새로운 원칙의 형성을 둘러싼 이익분쟁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며, 비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된 후에 조합에 가입하고 그 

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하여 거부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상의 

개별노동분쟁이 집단적 노사분쟁이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188) 또한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나설 경우에는 개별적 분쟁이 

집단적 분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189)

한편, ‘현상 또는 상태 개념으로서의 노동분쟁’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집단 사이에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185) ILO, Labour Legislation Guidelines Prototype Version (2002)-한국노동연구원 역,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이하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으로 약칭), 56면
186) 菅野和夫, 앞의 책, 827면
187) A. Gladstone, op. cit., p. 595
188) 菅野和夫, 앞의 책, 827면 
189)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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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industrial disputes, labor disputes)’의 연관 검색어는 ‘해결

(resolution, settlement)’이고,190) 각 나라 정부는 원만한 노동분쟁 해결을 위

하여 분쟁해결(disputes settlement systems)을 위한 기구 및 절차를 만들어

야 한다.191)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보아 ‘분쟁당사자 간 해결’과 ‘제3자가 개입하는 

해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 간 해결이 가장 먼저 시

도되고, 이것으로 분쟁이 종결되지 않으면 제3자가 개입하여 해결을 시도

하게 되지만, 제3자가 개입한 이후에도 분쟁당사자 간 해결이 완전히 배

제되는 것은 아니다.192) 노동분쟁의 경우에도,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당사

자 간 해결193)이고, 이를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때

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알선, 조정, 중재, 판결)이 필요하게 된다.194)

제3자가 개입하는 해결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 하나는 ‘판

정적 해결’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노사당사자의 권리·의무의 존부와 

그 실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적 해결’로, 일

정한 기관의 관여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간의 이익의 조정을 도모하고, 그 

합의에 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알선, 조정, 중재, 화해)을 말한다.195)

결국 분쟁 해결 방법은 자주적 해결, 판정적 해결, 조정적 해결의 세 가

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들 해결방법 중 다양한 분쟁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190)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 53면; R. Blanpain Ed., op. cit., Chapter 22, 23 참조
191) ILO,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C154, 1981), Article 5. (e); 

Recommendation concerning Volunta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R 91, 1951), 

para. 1, para. 3
192) 황승흠, 앞의 논문, 87면 
193)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 55면
194)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 56면
195) 西谷敏, 앞의 책,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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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도식적이거나 배타적인 분쟁해결 방안

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분류

하고, 그 특성에 따라 어느 하나의 분쟁해결 방법(예컨대 판정적 해결)만 

유일한 선(善) 또는 절대적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정의한 후(제2조 제5호) 제5장에서 ‘조정(調

整)’ 대상으로 다룬다.196)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현행법의 ‘노동쟁의’ 

조항은 노동분쟁 중 일부인 ‘이익분쟁’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다른 노동분쟁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노동분쟁은, 그 분쟁의 성격을 고려할 때 분쟁해결 제도로서 쟁

의행위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4. 소결 

그동안 노조법 제2조 제5호, 제6호를 함께 언급하고 쟁의행위에서 관철

하려고 하는 ‘주장’의 내용을 제5호에서 도출해 내면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불일치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는 식의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행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이익분쟁’으로 분류되는 (협의의)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196) 그 외 ‘노동쟁의’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노동위원회법으로, 제2조의 2에

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하나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

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제3조는 중앙노동위원회 관할로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을 명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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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조정대상이 된다는 것뿐, 그 외의 노동분쟁에 관해서는 어떠한 분

쟁해결 방법이 허용되거나 금지된다는 규범은 없는 상황이다. ‘쟁의행위’

의 정의 규정(노조법 제2조 제6호)이나 관련 규정(노조법 제4장, 제37조 

내지 제46조) 어디에도, 쟁의행위를 통한 자주적 분쟁 해결이 특정한 종

류의 노동분쟁에만 허용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없다. 

따라서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특정한 노동분쟁, 즉 이익분쟁에 

관한 것만을 쟁의행위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은, 원래 그 개념이나 우리 

법 구조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노동분쟁은 단순히 ‘실정법상’ 개념이 

아니라, “노동관계의 당사자 간 구체적인 이해의 대립을 기초로 하여 일

방당사자에 의한 자신이 주장실현을 위한 압력과 이에 대립하는 다른 당

사자의 반응이 상호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97)

그리고 어떠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

다거나, 어떠한 분쟁해결 방법에 일종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

는, 먼저 실재하는 분쟁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그 성질에 따라 그러한 제

한이나 전속성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노동분쟁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분쟁 중 일정한 부분을 자주적·조정적·판정적 

분쟁해결 중 어느 방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거나 특정한 분쟁해

결 방법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노동분쟁의 성질상 그

러한 제한이나 전속성을 인정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귀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노동분쟁을 제외하는 중간 판

단을 이용하는 것은, 논리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

노동관계는 교섭력에서 우월한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정립하여 근로자를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노동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는 혼자서 그 해결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역관계

197) 菅野和夫, 앞의 책, 8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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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노동자-사용자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이고,198) 쟁의행위는 바로 이러한 단체적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힘(지위)를 위해 규범적으로 보완해주는 ‘자주적 분쟁해결 기제’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것이다.199)

이러한 노사분쟁의 특수성과 단체적 노사관계 관련 제도 보장의 유래 

등을 고려한다면, 그 해결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노동분쟁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일부 노

동분쟁을 제외하거나,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관계에서 다른 제도에만 전

속적 관할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한편 위와 같은 해석론을 반영해 법률을 정비한다면, 혼동의 여지가 있

는 ‘노동쟁의’보다는 ‘노동분쟁’으로 바꾸면서 집단적 노동분쟁과 권리분

쟁도 포함되도록 넓게 정할 필요가 있고, 그 위치도 제5장으로 자리를 옮

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이 이미 제47조에서 ‘노동관계에 관

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포괄적인 문언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별도 정의

를 반드시 추가할 필요는 없겠다.200)

198) 菅野和夫, 위의 책, 828면 
199) 이영희 교수는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노사분쟁 해결에도 국가가 개입하지 않

는 완전한 자치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자율적 노사분쟁 해결

제도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임의중재 제도 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체

행동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영희, 앞의 책, 191면 
200) 제19대 의회에 제출되었던 은수미 의원 대표발의안(2015. 4. 6. 제출 의안번

호 1914609)은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 기타 대

우 등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로 개정하자고 하였다. 2003년 ‘노사관계 제

도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행 노조법은 교섭․쟁의행위 대상에 대한 규정 없이 조정대상

과 직결되는 노동쟁의의 정의규정만을 규정하여 교섭․조정․쟁의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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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

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

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

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 … <제5호 삭제>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

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

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

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

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

이 동일하게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편, 노동쟁의의 개념이 

협소하고 조정대상과 쟁의행위 대상을 동일하게 운영함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다양한 현안 중 근로조건 외에는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조정제도

가 분쟁해결 기능이 약화되고 노동쟁의 조정절차가 쟁의행위를 사전에 억제

하기 위한 절차로 운용되어 쟁의행위 예방 및 합리적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절

차로서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하면서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하고 조정을 활성화하고 쟁의

행위 예방 및 합리적 해결을 중시하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

쟁의’ 개념을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한국노동법학회의 2017년 �집단적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추진 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도재형 교수도 ‘노동쟁의’ 정의 조

항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

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를 포함한다) 기타 대우 등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

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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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

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이하 이 장

에서 ‘노동분쟁’이라고 한다)를 조정

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이하 제48조 

이하 ‘노동쟁의’를 ‘노동분쟁’으로 변

경]

제3절 근로조건 

1.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

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 조항에서 이렇게 ‘…을 위하여’라는 수식 어구를 

덧붙이고 있는 것은 제33조 제1항이 유일하다.201)

제헌헌법에서 4차 개정 헌법까지는 없던 문구인데, 1963년 5차 개헌에

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처음 들어갔다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다

시 빠졌고, 1980년 제5공화국 헌법개정시 다시 추가되어 지금에 이르고 

201) 박홍규, 앞의 책, 50면 –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라는 목적 뿐 아니라 ‘자

주적인’이라는 성격도 부가되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우리와 거의 유사한 노동

기본권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헌법에는, 다른 기본권 조항처럼 이러한 수식

어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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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2)

헌법재판소는 전임자 임금지급 요구 파업 금지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에

서 “근로3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자기 목적적이지 않고 내재적으로 ‘근

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으나, 결론 부분에서 근로3권의 행사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

라고 하여 해당 문구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았다.203)

이 문구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문구를 

근거로 쟁의권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에 한정되고, 쟁의행위도 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언의 의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은 단체

교섭→단체협약의 체결 을 중심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204)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노사자치에 대

하여 법적 기초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평가한다.205) 나아가 경영(권)사

항이 “처음부터 노사 간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 

역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규

정 때문이라고 한다.206) 흔히 ‘근로조건 관련성’이 문제되는 것은 정치파

업·동정파업과 관련된 맥락이라고 여기지만, 더 나아가 ‘단체교섭’을 중심

에 놓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주장의 관철을 쟁의

202) 제5차 개헌에서 처음 삽입된 것과 관련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고 하였던 제헌헌법 제18조의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하면서̇̇̇̇ ̇̇̇ ̇̇̇̇̇이루어진 것이라

고 설명하는 것으로는 송강직b, “노동기본권의 본질과 쟁의행위”, 중앙대학교 

법학논문집 제39집 제1호(2015. 4.), 225면 
203)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204) 김형배, 앞의 책, 116면 
205) 김형배, 위의 책, 119면
206) 김형배, 위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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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거나 경영(권)사항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

는 주장도 헌법 제33조 제1항 문언을 그 주된 근거로 삼기도 한다.207)

2. 목적론적 해석

헌법상 기본권 내용을 해석하고 그 보장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단

순히 문구 자체에 대한 문리해석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한 취지와 연혁,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본래적 모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헌법은 그 규범의 구조적 특성(추상성·간결성·개방성·불완전성·유동성 

등) 때문에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일반 법률에 비하여 훨씬 크

다.208) 따라서 1차적으로는 법문의 문리해석에서 출발하되 그것으로 헌법

규범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론적·체계적 해석을 하

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목적론적 해석까지 가야 한다.209)

현행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문구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단체행동권의 보장취지 및 헌법

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헌법현실의 변화, 현재의 국가기능 및 자본주의 체

제와 노동현실의 내외적 변화를 주목하는 총체적 인식이 그 전제가 되어

야 하는 것이다.210)

207) 반대로 같은 조항(헌법 제33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이 사용자의 경

영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나아가 쟁의행위 목적의 정

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노동기본권보장의 목적 규정인�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고 명시적으로 비난하는 견해

도 상당하다 - 송강직b, 앞의 글, 237면 
208) 권영성,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2010), 23면 
209) 권영성, 위의 책, 25면–법률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것으로는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210) 이흥재c, 앞의 글,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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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조항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목적을 강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에만 제

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211)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결성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

관계에만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기결정에 

의해 단결을 결성하고,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집단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지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확보하고자 하

는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자유·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을 기업의 사회적 권

리와 그 남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212) 다른 기

본권에서 그 기본권 보장의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고 하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언은 왜 부

가된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는 없

지만,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강화된 단결활동

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을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와 근거를 부가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쟁의행위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보되, 그 

‘근로조건’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213) 헌법 제33조에서 말하는 ‘근로

조건’의 의미를 “단체협약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근로조건”에 

한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며 헌법상 근로3권의 목적도 헌법 제10조의 인

간의 존엄성과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로자에게 구

체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광의로 파악

211) 박홍규, 앞의 책, 51면 
212) 박홍규, 위의 책, 51~52면 
213) 김유성, 앞의 책,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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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14) 물론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조건 향상에 가장 직접적

인 방법이므로 쟁의행위도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겠으나,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협의의 

근로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215) 세계인권선언이나 다른 

국제규범, 다른 나라 판례에서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는 ‘각자의 이

익을 위하여’ 또는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바,216) 이를 보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에서 말하는 ‘근로조건’

을 “단체협약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근로조건”으로 국한할 이

유는 없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노조법 제1조 또는 제2조 

제4호와의 관계도 문제된다. 

3. 소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만 가지고 노동기본권의 행사 목적을 제한하

214) 김유성, 위의 책, 222~223면 
215) 김유성, 위의 책, 223면 
216) 세계인권선언 제23조와 유엔 자유권규약 제22조 제1항은 “자기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유엔 사회권규약 제8조는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

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라고 하며, 유럽연합 기본권협약 제28조는 

“각자의 이익수호를 위하여”라고 하며,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은 “노동조건 

및 경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프랑스 헌법 제6조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며”, 스위스 헌법 제28조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근로관계와 관련이 있고”라는 문구가 있으며, 일본 헌법 제28조는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문구가 부가되어 있지 않다 - 김선수, “노동헌법 개정안 제

안”, 한국공법학회·노동법연구소 해밀 공동심포지엄(2017. 9. 20.)�노동헌법을 

논함�, 자료집, 56~58면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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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무릇, 헌법상 기본권은 모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보장되므로, 노동기본권 보장의 목적도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보편적 기본

권 보장의 목적과 관련지어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노동기본권의 보장 목적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

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

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

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고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 

나아가 이 조항 ‘근로조건’의 의미를 순전히 계약론의 입장에서 ‘근로계

약의 내용’에 한정하고 그 ‘향상’은 근로자의 단체협약을 통한 ‘계약 내용

의 상향 조정’으로 보는 것은 상당 부분 ‘단체교섭권 중심설’에 뿌리를 두

고 있다. 단체교섭권 중심설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근로자 생존의 기본

적 토대는 ‘대 사용자관계상의 근로계약’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17)

그러나 앞서 확인하였듯이 우리 헌법은 ‘단체교섭권 중심설’에 근거하

고 있지 않다.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는 자본주의 체

제에서 조직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를 누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것218)

이므로, 이념적으로 노동기본권의 ‘목적’ 역시 ‘노동의 의미 자체를 인간

217) 최영호, 앞의 글, 196면 
218) 이흥재c, 앞의 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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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만드는 지평’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219)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 향상’은 단순히 근로(계약)조건

의 상향조정이 아니라 ‘노동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광

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범박동 새마을금고 사건」대법원 판결220)에서는 ‘근로조건’ 대

신 ‘노동조건’이라는 표현을 썼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에 관련된 노

동관계상의 일체의 조건”221) 또는 ‘노동생활상의 조건’222)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219) 몇몇 나라에서는 파업이 “자기방어의 권리(a right to self-defense)”로 여겨지거

나 자기 역량강화(self-empowerment)”나 “인간적 존엄성(human dignity)”을 위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Bernd Waas, op. cit., p. 1 참조). 한편 박제성 박사는 

ILO 헌장 전문의 ‘인간적인 노동조건’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인간적인 노동

조건은 우선 노동의 실행조건이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근로시간 규

제, 고용보장, 적정임금, 노동안전, 이주노동자 보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결사의 자유 등이 중요하지만, 나아가 … 노동의 ‘의미’ 그 자체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드는 지평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한다(박제성a, 앞의 글, 187면)
22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221) 신인령, 앞의 책, 96~97면 – 따라서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에 한정되지 않으

며 기업조직의 변경, 생산계획·판매계획의 입안 및 그 실시, 기술혁신·기계화, 

회사임원 인사, 기업질서 등 이른바 경영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일컬어져 온 

사항 중에서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생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인 한 넓

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에 포괄되는 것이라고 한다. 
222) 이 표현은 Webb 부부의『The History of Trade Unionism』1920년 개정판에 나

오는 것으로, 1894년 발간한 초판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고용조건

(conditions of their employment)의 유지·향상’이라고 썼다가, 개정판에서 ‘노동

생활상 조건(conditions of their working lives)’으로 바꾸었고, 그 이유에 대하여 

“고용조건들이라는 표현은 노동조합이 항상 자본주의 또는 임금시스템의 항

구적 존속을 원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비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강성태b,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관한 단상”,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통

권 제120호(2015. 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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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동관계

1.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주장이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근로(계약)조건 향상에 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또한 쟁의행위 등 

자주적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분쟁이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

라면, 그리고 노동기본권 행사를 위해 향상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근로계

약의 조건이 아니라면, 과연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주장은 무

엇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찾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 보장의 취지와 노조

법의 해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앞서 본 것처럼, 정의 규정(제2조 제6호)만 보면, 쟁의행위에서 관철하

려고 하는 주장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어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노조법 제47조는 단체교섭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고, 제47, 49조는 공히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조정하는 대상이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한다.223)

공통적으로 ‘노동관계’라는 말이 등장한다. 

노조법은 법 제목 자체에 ‘노동관계조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 말은 조

문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법령상 용어이다. 

223) 노조법 제47조 (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

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

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

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

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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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정의나 설

명은 없다. 따라서 법률·판례 또는 연구자들의 사용례, 그리고 규범적 해

석을 통해 그 개념·포섭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사용례의 다양성 

‘노동관계’는 노조법의 제목부터, 상당수 조문에 등장하는 법령상 용어

이다. 이 법의 목적은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

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고(제1

조),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하며(제2조 제3호),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를 ‘노동관계 당사자’라고 부른다(제2조 제5

호 괄호).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

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고(제

4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제49조). 

판례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이다. 

대법원은 서울지하철공사 사건 판결224)에서 “… ‘근로조건에 관한 노

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

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여 개별적 근로계약관계

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말로 ‘노동관계’를 사용하였고, 골프장 경

224)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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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유성 컨트리클럽 사건 판결225)

에서는 “골프장 소속 캐디들은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정인섭 교수는 파업결정단위에 관한「현대자동차 사내하청지회 사건」

대법원 판결226)을 다룬 논문에서 “사내하청지회와 사내하청 기업들간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라거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관계”, “교

섭이 진행되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노동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

써,227) ‘노동관계’를 집단적 노사관계에 한정한다. 

반면 박제성 박사는 디지털 노동관계와 노동법 이라는 논문에서 동질

적 근로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생산에 협력하는 노동공동체를 상정하는 

‘산업 노동관계’와 근로장소와 임금이 개별화되어 노동공동체를 구성했던 

집단적 척도가 개별적 척도로 대체되는 ‘디지털 노동관계’를 대별하고,228)

신권철 교수는 “근로자가 행하는 노동은 대 사용자 관계(근로관계)뿐만 

아니라 대 내부적 관계(조직관계), 대 외부적 관계(사회적 관계), 대 노동

산물 관계(물적 관계)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러한 관계를 통틀어 노동관계”라고 하면서 ‘노동관계의 보호’가 노동법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하면서,229)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말로 쓴다. 

22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226)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

12859 판결
227) 정인섭b, “노동관계와 파업결정단위”, 노동법연구 제29호(2010년 하반기), 

207~236면
228) 박제성c, “디지털 노동관계와 노동법-반응하는 신체의 관할권 문제”, 노동법

연구 제42호(2017년 상반기), 369~400면 
229) 신권철a, “헌법상 노동권 소고”, 노동법연구 제22호(2007년 상반기), 116, 1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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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적 노사관계’와의 관계 

노조법 제1조나 제2조만 보면 ‘노동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

체 사이의 집단적 노사(법률)관계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인

섭 교수는, 위 “노동관계와 파업결정단위” 논문 뿐 아니라, 원청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는「현대중공업 사건」하급심 판결230)에 

대한 평석에서도, ‘노동관계’라는 용어가 법령(노조법)상의 용어임을 강조

하며 노조법(제1조, 제2조 등)의 ‘노동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231)

그러나 노조법 제47조, 제49조까지 함께 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

다. 노사협의나 단체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포

섭하고 있음이 분명하고(“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노사 당

사자가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집단적 

노사관계에 한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관계’는, 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개별적 근로(계

약)관계, ⅱ)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사이 집단적 노사관계, ⅲ) 

그 밖의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과정과 관련된 

사실상·법률상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30)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970 판결 – 이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

결로 확정
231) 정인섭c, “부당노동행위와 노동관계”, 노동법연구 제22호(2007년 상반기), 235, 

252면 – 이 논문은 근로자·사용자의 개념론이라는 ‘당사자’ 중심 해석론이 

다수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해 가고 있는 근로관계 및 노동관계, 즉 ‘법률관계’ 중심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개별적 근로계약관계’라는 표현을 근로

기준법(제3조, 제38조)에서 쓰이는 ‘근로 관계’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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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입법례나 국제기준에서 말하는 ‘직업적 이익’이나 ‘단결관련성’을 포

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관한 사항 모두가 노동자와 사

용자가 상대방과 교섭·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고, 그에 관한 

주장을 표현하고 나아가 관철하기 위해서 실력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노동분쟁)에서, “노동관

계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그 관철을 위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쟁의

행위라는 것이다. 

4. 쟁의행위 정의 규정 

앞서 본 것처럼, 헌법의 노동기본권 보장 취지를 제대로 고려하기만 하

면 현행법도 충분히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를 보다 명확

히 하기 위해, 입법방향을 생각해 본다면232)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라

는 개방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쟁의행위 정의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방향

을 생각해 볼 수 있다.233)

232) 그 동안 쟁의행위로 인한 민·형사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론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그것 역시 충분히 의미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여전히 징계책임 등이 남고, 평조합원(쟁의행위 단순 참가자)에게 있어서는 징

계책임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 

그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목적의 정당성’을 바로잡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라는 생각이다. 민·형사 책임을 제한하는 입법론에 대한 검토로는 조

경배b,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재검토”, 민주법

학 제51권(2013); 우희숙, “근로자 형법으로서 쟁의행위형법에 관한 연구”, 인

하대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2013) 등이 있다. 
233) 쟁의 대항행위를 ‘쟁의행위’ 정의 조항에 함께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직장폐쇄 관련 부분도 함께 고쳐야 한다. 제19대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임기만

료로 폐기된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2012. 7. 3. 제출 의안번호 1900464, “파

업·태업 기타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제공을 집단적으로 

중지하는 행위”),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안(2012. 9. 5. 제출 의안번호 190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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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

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

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

다.

제2조 …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

업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234) 노동관계

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

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노동관계에서 비롯된 주장의 불일치 상태에서 노동자·노

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은 모두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

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요구하거나 쟁의기간 중 임금지

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위법한 것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

다.235)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통한 압박 과정

을 거쳐 노사자치로 자유롭게 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236)237)  

“파업·태업·기타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

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234) 쟁의행위의 주체가 노동조합인지 개별 노동자인지 또한 매우 논쟁적인 주제

이지만,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둔다.
235) 위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안(2012. 7. 3. 제출 의안번호 1900464)도 제24조 전

체 삭제와 제44조 제2항 삭제를 포함하고 있다.
236) 헌법재판소는 일체의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 자체에 대해,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하여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5. 31. 선

고 2012헌바90 결정). 
237) 정인섭d,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론의 문제점”, 노동법학 제21호(2005. 

12.), 69~102면; 김상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금지 문제”, 노동법학 제31호

(2009. 9.), 1~33면 등 - 특히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는 문민정부 노사관

계개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복수노조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맞물려 경영계

가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입법 때부터 10년이 넘게 유예되는 기간 내내 많

은 비판을 받았던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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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제1절 경영(권)사항

1. 개요 

경영(권)사항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는 주로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과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상당한 기

간 어떠한 이론이나 견해보다 단호하고 일방적으로 경영(권)사항을 주장

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한일개발 주식회사 사건 238)과 대우자판 사건 239)에서 사업부서나 지

점 폐지 결정을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쟁의행

위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 이래, 대법원은 정리해고 실시(현대자동차240), 

만도기계241), 한양공영242), 쌍용자동차243) 등),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또는 

민영화(한국중공업244), 조폐공사245)246), 철도공사247), 과학기술원248) 등), 

외주화(철도공사249)), 공장의 해외이전(대한중석250)) 등과 관련된 쟁의행위

238)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239)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240)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4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 판결
24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24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244)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310 판결 
245)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4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24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

6060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

고 2002도5883 판결 
24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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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

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

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

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

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들을 IMF 이전과 이후 그리고 2010년 이후로 나누거나,251)

249)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250)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 해외이전 자체를 반대한 것도 아

니고, 매각대금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보상금 지급을 관

철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대구공장의 영업양도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

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양도대금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귀

속 내지 사용에 관한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럼에도 노동조합이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보상금

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251) 이철수 교수는 “(1998년 IMF 이전에) 법원은 경영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경영상 결정을 요구하는 사안에서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

미 사용자 측이 결정한 경영사항에 대한 반대로서 쟁의행위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영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하고 이를 헌법적으

로 보호하는 것으로 확립되었다”고 한 다음, 대법원 경영권 판결에 반기를 든 

하급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 2729(병합) 판결]과 

2012년 MBC 파업에 대한 판결, 그리고 고용안정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진

방스틸코리아·알리안츠·포레시아 사건 판결을 근거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판례 흐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한다 - 이철수b, “노동법의 신화 

벗기기:아! 경영권”,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17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34~37면; 신권철b, “노동법에 있어 경영권의 비판적 고찰”, 노동법학 제63호

(2017),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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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 나누기도 하나,252) 몇몇 예외적인 판결253)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아직까지 1994년 한일개발 사건 이후 적어도 지금까

지 대법원 입장에 질적인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2003년 7월에 나온 한국가스공사 사건 254) 판결과 한국

시그니텍스 사건 255) 판결은, 경영(권)사항의 의미와 우월적 지위에 관하

여 매우 상세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이들 두 판결이 어느 정도 과장된 것

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미 … 입

장을 누차 밝혀왔고…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위 견해를 변경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동안의 대법원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판결이라는 

점을 비교적 분명히 한데다가, 이후 나온 대법원 판결은 어김없이 이들 

판결을 인용하여 예외 없이 경영사항과 관련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252) 노정희 판사는 2000년대 이전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업부의 폐지 결정 그 

자체”, “지점폐쇄 조치 자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고, 노

조가 조합원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교섭하자는 회사의 요

청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사업부 폐지 백지화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파업

에 돌입한 사안 등이어서, 경영권의 행사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도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가 위법한가의 점에 관하여 명백하지는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000년대 판결에 이르러서야 “구조조정의 실시

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

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위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다 분명하게 판시하였다”고 다소간 구분을 하고 있다 - 노정희, 

“구조조정 반대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법실무연구 제1권 : 

김지형 대법관 퇴임기념(2011), 662면
253) 현대사회연구소 사건(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 연구소장 퇴

진), 대림실업 사건(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8993 판결 : 승무발령과 배

차), 현대자동차서비스 사건(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고용안

정 협약 체결 요구) 등
254)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255)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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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은 ‘경영사항’과 ‘경영권’에 대한 지금까지 우

리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256)

이러한 판례 법리는, ①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

항으로 한정되고, ②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단

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③ 정리해고 실시 등은 비록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논리 구조 위에 있다. 

이 중 “①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되

는지”는 앞서 제3장 제1절에서 검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②와 ③ 쟁점을 

중심으로 ‘경영(권)사항’에 대한 학설과 외국 사례를 간략히 보고, 위와 

같은 판례 법리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2. 학설 

그동안 경영(권)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경영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기본권으로서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

다고 할 수 있다.257)

256) 신권철 교수는 “경영권은 그것을 말하는 순간 기업의 권리로서 인식되어 버

린다. 경영권을 비판하든 옹호하든 그러하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 대법

원 판결은 경영권이라는 표현보다 경영상 의사결정, 경영사항이라 하고서 노

동판결에서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자제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영권이라

는 표현은 판결문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

후에는 경영권의 헌법상 근거를 판결문에서 드러내 보이기도 하였다”고 하면

서, 가스공사 사건을 경영권 판례 라고 부른다–신권철b, 앞의 글, 40~42면 
257) 이철수c,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이른바 경영전권사항 ”, 국제화시대의 노

동법 : 가산 김치선 박사 고희기념 논문집, 357면 이하에서는 ‘배타적 경영권

설’과 ‘경영권 부정설’로 나누고, 노정희, 앞의 글, 656~657면은 이를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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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나 쟁의행위 목

적이 될 수 없다는 견해 

김형배 교수는 ‘경영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경영권의 행사와 근로3권의 

보장과의 관계에서 비례성·형평성에 맞는 경영조치만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교섭대상이 되는지는 해당조치가 내려진 배경 및 이유와 

필요성, 회사의 존립과의 관계, 노사 간의 이해관계 등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258)

임종률 교수도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과 교섭·합의하지 않고 사용

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라는 의미의 경영전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259) 그 범위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특히 근로자 측의 의사 태도 여하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강제당하지 않는 일군의 사항을 결과적으로 경영전권사항으로 부르는 것

은 무방하지만 특정의 사항이 언제나 경영전권에 속하고 단체교섭의 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경영사항이라고 근로조건(고용의 계

속도 포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만 근

로조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이라고 본다.260) 경영

(권)사항에 관한 주장을 하는 쟁의행위는 ‘경영 간섭적 쟁의행위’라고 부

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하면서 ‘경영권의 실체성을 긍정하는 견해’와 

‘경영권의 배타적 권리성을 부정하는 견해’로 나눈다. 
258) 김형배, 위의 책, 1021면 
259) 임종률, 앞의 책, 141면 
260) 임종률, 위의 책, 141~142면-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 정부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은 경영사항이라고 

근무조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

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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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느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고, 인사기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의 기준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이고 단체교섭

의 대상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목적에 관하여 

정당성을 가진다”고 한다.261)

하갑래 교수 역시 순수하게 ‘경영권이나 인사권 자체’ 즉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

며, 경영상 결단 즉 인사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권

을 존중하면서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조건과 밀접히 관

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다.262) 다만 경영상 해고에 있어 우선재고용은 근기법에 규정이 있으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하고, 경영상 해고나 인사이동의 합리적 기준은 

경영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본다.263)

2) 경영(전)권의 존재는 인정하나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이나 쟁의행위 목

적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병태 교수는 기업의 경영방침 변경이나 경영조직 개편 또는 구조개혁 

그 자체는 사용자의 전속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가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배타적인 경

영권이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성역이라는 오도된 관념의 불식이야말로 협

조적 노사관계의 바탕이며 노사관계 현대화의 첩경”이라고 한다.264)

261) 임종률, 위의 책, 238면
262) 하갑래, 앞의 책, 272~273면 
263) 하갑래, 위의 책, 274~275면 
264) 이병태, 앞의 책,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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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특히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

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존립과 나란히 근로자의 생존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면서도,265)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에는 근로자도 관여할 수 없는 

노동기본권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266)

3) 경영(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김유성 교수는 경영권은 사실적 개념이고, 전형적인 교섭사항에 속하는 

해고나 임금 등 근로조건도 처음에는 경영전권 사항이었다고 하면서 권리

로서의 ‘경영권’을 부정한다.267) 따라서 단체교섭 대상(사항)인지 여부는 

근로조건 등과 어느 정도 관련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

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근로자 지위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교섭 

대상이 되므로 회사형태의 전환이나 합작과 같이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운수업체에

서의 차량배차 문제와 같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

우, 연구소에 있어서 소장퇴직 요구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주된 목적이 있

는 경우에는 정당한 교섭사항이 된다고 한다.268)

박홍규 교수 역시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한 모두 

교섭대상이 된다고 하면서,269)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있다. 

265) 이병태, 위의 책, 216면 
266) 이병태, 위의 책, 216면 
267) 김유성, 앞의 책, 142면 
268) 김유성, 위의 책, 142~143면
269) 박홍규, 앞의 책, 246면 – 김유성, 김형배, 이병태, 임종률 교수가 모두 다 

같은 의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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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사례 

1) ILO의 기준 

단체교섭과 관련된 ILO협약은 제98호 협약[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과 제154호 협약[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81 (No. 154)]이 있으나 이들 협약에 경영(권)사항

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다만 제98호 협약 제4조가 단체협약이 

“고용조건의 규율(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이

라고 하고 있고, 154호 협약 제2조가 ‘단체교섭’을 정의하면서 (a) 근로조

건과 고용조건의 결정, (b) 노사관계의 규율, (c)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와 하나의 근로자단체 또는 복수의 근로자단체와의 관계 규율을 위한 모

든 협상에 미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풀이된다.270)

한편 전문가위원회는 단체교섭(대상)사항과 관련하여 ‘교섭당사자 사이

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para. 235) “노사정 3자가 토론하지 않고 일방적 

입법으로 이를 규율해서는 안 된다(para. 251)”는 추상적인 원칙만 밝히고 

270) ‘(대상)사항’의 문제와 별도로 ‘단체협약에의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98

호 협약이 단체교섭의 개념 자체를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인 교섭(voluntary negotiation between employers or employers' 

organisations and workers' organisations, with a view to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by means of collective agreements)”이라고 하여(제

4조) ‘단체협약’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던 것을 완전히 탈피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 이철수, 앞의 논문, 210면; 단체교섭을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과 그 밖

의 교섭으로 나누어 ‘2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는 이준희, 단체교섭법론, 신

조사(2018), 9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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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단체교섭(대상)사항에서 근로시간,271) 작업배

치,272) 노동조합 활동273)에 관한 것이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2) 독일

사업의 이전이나 폐쇄와 같은 ‘경영판단(Unternehmerentscheidungen)’이 

단체협약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쟁의행위에 의하

여 침해될 수 없는 경영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와 관련해서 문제되

었는데, 2007년 Heidelberger Druckmaschinen AG 공장의 해외 이전과 관련

된 금속노조의 요구(해고예고기간 연장, 새로운 직업 활동을 위한 비용 

부담)와 관련된 판결에서 연방노동법원은 “기업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요구가 있어도 단체협약과 파업의 정당성은 유지된다. 설사 기업의 이

전이 경제적으로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는 협약자치의 결과일 뿐 

아무런 법적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74)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파업권 자체가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권리로서 단체협약 

체결에 결부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문제에 관한 공론

의 장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일

방적 경영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경영전권’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271) Digest, para. 914
272) Digest, para. 917
273) Digest, para. 913, 338th Report, Case No. 2326, para. 450
274) BAG, 24. 04. 2007 – 1AZR 252/06, DB 2007, 1924 = NZA 2007, 987 –

Wolfgang Däubler, 앞의 글, 1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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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경영사항도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다.275)

또한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할 수 있는 경영상의 계획 내지 결정에 대한 

반대 내지 항의로서 이루어지는 파업은 고용상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 

내지 우려를 표출하는 것이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이익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고용유지 내지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

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예컨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 기업조직 개편

계획을 반대하는 파업 또는 기업조직 개편계획에 따른 보장책을 요구하는 

파업은 정당하다.276)

4) 영국

영국에서 파업의 목적에 경영(권)사항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노

조법(TULRCA) 제244조에서 열거한 ‘노동분쟁(trade disputes)’의 해석 문제

로 다루어진다. 

제244조 (b)항이 근로자 1인 이상의 고용 여부, 또는 고용이나 고용상 

의무의 종료나 정지(engagement or non-engagement, or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employment or the duties of employment, of one or more 

workers)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해고’가 이에 포함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며, 법원은 여기에 정리해고(redundancy)를 포함한 장

래 해고 우려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277)

경영(권)사항에 관한 사례들은 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관한 것들로, 

275) 박제성b, 위의 글, 19~23면
276) 조용만a, 앞의 글, 104면
277) Hadmor Productions Ltd v Hamilton [1982] IRLR 102; General Aviation 

Services(UK) Ltd v TGWU [1975] ICR 276; Health Computing Ltd v Meek 

[1980] IRLR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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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보다는 ‘정부정책’이라는 점에서 노동분쟁이 아니라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예컨대 브리티시 텔레콤에서 전자통신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캠페

인을 조직하고 조합원들에게 업무거부를 지시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이 

분쟁이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로 

경쟁화와 민영화에 대한 분쟁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부인하였다.278) 이 판

결은 민영화의 결과에 관한 모든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은 ‘노동분쟁’ 사항과 충분히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웠고,279) 이후 연합 항운노조 사건에서는 국영항만

제도를 폐지한 이후 새로운 근로조건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였음에도 ‘노

동분쟁’으로 인정되는 판결,280) 그리고 교원노조가 국정 교과과정에 대해 

거부한 것도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라는 판결로 이어졌다.281)

5) 미국

미국에서는 의무적 교섭사항 이외의 요구를 내세우는 공동행동은 보호

받지 못하는데, 일부 조업의 중단, 공장 이전과 같은 경영 판단 사항이 의

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례가 일관되고 분명한 기준을 

밝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Fibreboard 사건282)에서는 외주를 주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이 NLRA 제8

278) Mercury Communication Ltd v Scott-Garner and the POEU [1983] IRLR 494; 

Keith Ewing, 영국의 쟁의행위와 책임, 위 학술대회 자료집, 62면 
279) Simon Deakins & Gillian S Morris, Labour Law, Hart Publishing(2005), 

pp.999~1000
280) Associated British Ports v TGWU [1989] IRLR 291
281) Wandsworth London Borough Council v NAS/UWT [1994] ICR 81
282) 직접 처리하던 일부 작업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하고 35명의 근로자를 용역업

체 직원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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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d)의 고용조건(conditions of employment)에 해당하여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고 하였고, First National Maintenance 사건283)에서는 Fibreboard 사건에 

대한 Stewart 대법관의 별개의견을 토대로 경영판단을 ① 근로조건에 미

치는 영향이 간접적이고 희박한 경영판단, ② 배타적으로 노사관계에만 

국한된 경영판단, ③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경제

적 수익성에만 초점을 둔 경영판단 등 세 개 유형으로 구분한 후, 이 사

건에서는 비록 일자리가 해고에 의해 없어졌지만 경영판단이 오로지 원청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경제적인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③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③ 유형의 경우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절차

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초래되는 부담보다 큰 경

우에만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단체교섭이 가능하다는 Balancing test를 적

용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판결에서도 그 형량의 대상, 비중 및 방법 등에

서 구체적인 기준은 정립되지 않았고, 결국 하도급 계약이나 사업장폐쇄

와 같은 이른바 경영사항으로 분류되는 사항들에 관하여는 미국의 판례이

론은 종합결론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하다.284)

한편 NLRB는 Ozark Trailer 사건에서 “사용자가 사업을 위해 자본을 투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안 – 내용 정리는 김창진, “경영권 관련사

항을 이유로 한 파업의 불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2011 국외훈련검사 연

구논문집 제26집(2011), 189면 이하 참조
283) 용역업체인 First National Maintenance 사가 계약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어 버

린 계약상대방 Green Care Center 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조합이 사용자

와 단체교섭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사건 – 김창진, 위의 글, 191면 
284) 정진경a, 앞의 글, 516면 ; 정진경b, “경영사항에 대한 단체교섭(미국과의 비

교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92호(2006), 129~133면은 “Dubuque 사건을 계기

로 공장이전과 관련한 통일적인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위 판결 이후에

도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와 법원의 공장이전에 관한 견해가 통일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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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것처럼 근로자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경력을 쌓고 연금을 축적

하였으며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그러므로 

연방 노동관계법을 해석함에 있어 자본투자를 보호받아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처럼 생계를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용자의 경영판단이 근로자의 생계에 영

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단체교섭을 거쳐야 하는 것285)으로 

본 이후, 적합성 기준(Amenability Test),286) 이원적 심사기준(Dichotomy 

Test),287) 추정·반증 분석(Presumption-Rebutting Analysis)288) 등 다양한 기준

285) Ozark Trailers, Inc., 161 NLRB. No. 561 (1966) - 김창진, 위의 글, 193면에서 

재인용 
286) Bob's Big Boy Family Restaurant, 264 NLRB 1369 (1982) : 단체교섭을 거치지 

않고 회사 내부에서 처리하던 새우가공 업무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 주기로 

결정한 후 그 업무를 처리하던 근로자 12명을 해고하자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로 제소한 사건,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노사관계의 양상을 내포

하고 있다면 경영판단은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는 기준 – 김창진, 위의 글, 

194면에서 재인용 
287) Otis Elevator Co., 269 NLRB. 891 (1984) : United Technologies 사가 Otis 

Elevator사를 인수하면서 양사가 가지고 있던 연구개발센터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치지 않은 채 Otis의 연구개발센터를 폐쇄하고 

그 업무를 United Technologies 연구개발센터로 이관하자, Otis 노조가 위 결정

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였고, NLRB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 적합성 심사 기준을 폐기하고, ⅰ) 사업의 본질, 사업방향의 변화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ⅱ) 단순히 인건비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는 기준 – 김창진, 위의 글, 195면 
288) Dubuque Packing Co. 사건 – 육가공회사 측의 임금동결 요구에 대항하여 노

동조합이 회사 재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자 회사가 도축가공공장을 아이오

와 주 Dubuque에서 일리노이 주 Rochelle로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대응하였

고, 끝내 두 도축 가공공장을 폐쇄하고 매각한 사안에서, NLRB가 공장이전에 

관한 회사의 교섭의무를 인정, 사용자의 결정이 사업 성격에 기본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전한 새 공장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기존 공장에서 수행되던 일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거나 기존의 공장에서 수행되던 일은 완전히 종료되어 새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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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교섭의무(=의무적 교섭사항)를 폭넓게 인정하려

고 하였다.289)

6) 일본 

일본에서는 전후 노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생산관리가 주된 

투쟁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용자 측이 “경영, 생산, 기업조직 재편과 통

합, 임원이나 관리직 인사 등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여 근로자 측이 관여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의 ‘경영권’ 개념을 주장하여 단체교섭 대상 

외 사항으로 하고자 한 시도는 있었으나, 이는 사용자 측의 주장에 그쳤

으며 입법으로 진전되거나 판결로 반영되지는 못하였고,290) 이후에도 이

와 같이 배타적 경영권 개념을 부정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하여 단

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데에 학설291)과 판례는 거의 일치하고 있

다.292)

이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혹은 사용자의 결정이 기업의 활동영

역과 방향에 관한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추정이 번복된다는 기준 

– 김창진, 위의 글, 196~197면 
289) 김창진, 위의 글, 197면 
290) 전후 ‘경영권’ 논의의 등장과 변천에 관해서는 최석환, “소위 ‘경영권’ 논의 : 

일본에서의 연원과 성쇠”, 서울대 노동법연구회(2018. 4. 21.) 발표문 참조
291) 西谷敏, 앞의 책, 358면; 菅野和夫, 앞의 책, 680~681면 – 菅野 교수의 견해

에 관해 김형배 교수는 “일본 헌법에 있어서도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은 두

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제22조)에 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함께 공공

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 질서의 기본원칙에 관한 우리헌법 제119조와 같은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다. 아마도 일본에서 경영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은 헌법구조에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다 – 김형배, 

“단체교섭권과 경영권 :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재론”, 노동법학 제18호(2004. 

6.), 76면, 각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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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영사항에 대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

의 단체교섭 의무의 유무는 구체적 사항마다 헌법 제28조와 노동조합법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목적, 즉 노동조건 결정에 관한 실질대등화, 노사

관계에 관한 자치의 촉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경

영사항인지 아닌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293) 실제 판단에서도 노

동위원회·법원도 의무적 교섭사항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고, 사용자의 경

영사항 항변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영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노동조건에 관계 또는 영향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 

의무적 교섭사항이 된다고 본다.294)

직접적으로는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것을 통한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쟁

의권 남용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295)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리화에 대한 반대, 노동조합을 이해하지 않는 회사 간부의 퇴진 요구, 

비조합원인 편집국장의 해고 철회요구, 경영참가 요구 등은 당연히 쟁의

행위 목적이 될 수 있다.296)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만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법률상 ‘경영권’이라는 단체교섭을 면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가 사용자에

292) 三井正信, 앞의 글, 73면 – 大浜炭鉱事件・最二判 昭24. 4. 23. 刑集3卷5号

592면, 高知新聞社事件·最三判 昭35. 4. 26. 民集14卷6号 1004면, 栃木化成事

件・東京高判 昭34. 12. 23. 労民集10卷6号 1056면, 明治屋事件・名古屋地判

昭38. 5. 6. 労民集14卷5号 1081면, ドルジバ商会事件・神戸地決 昭47. 11. 14. 

判時696号 237면, エムエムシー事件・東京地判 平16. 9. 8. 労判879号 90면, 國·

中勞委(モリタほか)事件·東京地判 平20. 2. 27. 労判967호 48면
293) 森戸英幸, “일본 노동법에 있어서 ‘경영권’ 개념에 대하여”, 서울대 노동법연

구회(2017. 4. 15.) 발표문, 3면 
294) 森戸英幸, 위의 글, 3면 
295) 西谷敏, 앞의 책, 503면 
296) 西谷敏, 위의 책,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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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사회연구소 

사건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

연구소장퇴진

비록 원고들이 이 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

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원심

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소외인들에 대한 파

면처분이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

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

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기

록에 의하면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 단체

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

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경영권’에 속하는지에 

따라 의무적 교섭사항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무적 교

섭사항인지 여부는 헌법 28조와 노조법이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

한 목적(노동조건 거래에 대한 노사의 실질적 대등화, 노사관계에 관한 

노사자치 촉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297)

4. 판례

앞서 본 것처럼 대법원은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를 모

두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해 왔고, 단체협약에 

“정리해고(구조조정)를 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도, 그 의미를 ‘협의’로 평가절하 하였다. 

경영(권)사항이 쟁의행위 목적이 된 사건들의 판결례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297) 菅野和夫, 앞의 책, 6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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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개발

사건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0242

판결)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단체협약에

협의조항

있음)

시설관리 사업부 폐지문제가 단체교섭의 대

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문제와 관

련해서 피고회사가 노동조합과 수차례 만나 

상호간의 상반된 입장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 문제

가 단체교섭사항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

3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정리

해고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

동조합의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

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4

대한중석 사건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59

판결)

영업

양도 보상금

영업양도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해

진 조치로서 경영주체의 경영의사 결정에 의

한 경영조직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 양도대금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라고는 볼 수 

없어 그 귀속 내지 사용에 관한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

5

한국중공업 

사건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310

판결)

공기업 

민영화와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반대

상급단체인 민노총 및 금속산업연맹의 총파

업 지침과 구조조정사업장 긴급파업지침에 

동조하여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총파업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행

위는 정당한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으로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

한 노동쟁의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

6

조폐공사 사건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정리해고․사업

조직통폐합 

반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

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

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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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

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7

한국 가스공사 

사건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구조

조정 

반대

경영권과 노동3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

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

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욕을 훼손시키

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

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

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

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다.

8

한국 

시그네틱스 

사건29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9

한국과학기술

원 사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 반대

주된 목적은 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

계획 저지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학

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계획이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정되었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

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0

철도노조

2004년 파업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신규사업 

외주화 반대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의 철

회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 정

당하지 못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11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대법원 2008.

외국인 

조종사채용 

동결 주장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

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

항이므로,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이 



- 115 -

사건 요구사항·쟁점 판단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고 할 수 없어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

12

쌍용자동차 

파업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정리해고 반대

(단협에 합의 

조항 있음)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회사의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리해고 자체

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입

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노동조

합 측의 요구는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

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

로, 그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13

철도노조 

2009년 파업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

14

철도노조 

2013년 파업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이사회 

반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

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

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반대하기 위한 이 사건 파업 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격성 부인으

로 무죄)

이들 판결 중에서도 한국가스공사 사건 판결은 경영(권)사항에 관한 

298) 이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용구,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와 노동쟁의의 대상

성”, 대법원 헌법연구회, 헌법판례해설(2010), 700~7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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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되는 이유에 관하여, ⅰ) 경영권과 노동3

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ⅱ) 우리나라의 경제현실과 노동쟁의 현장의 문제점을 참

작하면,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

의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켜야 하며, ⅲ) 우선은 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투자가 일어나면 더 많은 고

용이 창출되고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으므로 거시적으로 보면 이

러한 해석이 오히려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

는 길이 될 뿐 아니라, ⅳ) 정리해고의 효력에 대하여는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는데다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광범위한 노·사 

협의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

었다.299)

299) 이 판결은 노동계가 최악의 판결로 꼽는 것 중 하나이고(한겨레 2017. 2. 13. 

자 <서초동 점집의 조의연 판사들>), 한 변호사는 “법조인의 글이라기보다 전

경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신문 사설이나 에세이”라고 혹평했으며(경향신문 

2015. 7. 7. 자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 “전체 법질서에서 노동법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라거나(김지형b, “노동판례 바로 읽기-

‘회고’와 ‘전망’을 곁들여”, 노동법연구소 해밀, 해밀총서 01(2016), 261면), “현

실인식을 법리적 판단과 혼동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예 근로삼권의 존재 

의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정인섭e,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이흥재 편, 앞의 책, 43~45면), “명시적으로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물화

시킨 판결”(신권철b, 앞의 글, 52면), “화석화된 경영결정을 선험적으로 상정하

고, 경영결정에 해당되기만 하면 다른 기본권과의 규범조화적 병존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의 법적판단과 법률해석을 포기”(이철수b, 앞의 글, 59

면) 등 격한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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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제3장 제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른 판결의 흐름도 이해하

기 어려운 역진(逆進)을 보인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노동법 원리나 국제기준처럼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도에 머물렀던 판시가 정리해고 

반대를 주장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바뀌어갔고, 구체적인 논

증은 생략되었다. ‘경영(권)사항’이라는 구체적 쟁의행위 목적 때문에 거

꾸로 쟁의행위 목적에 대한 일반론이나 원칙조차 생략되거나 보다 단순하

게 수정된 것이다. 

이들 판결의 바닥에는 기업의 본질과 이익에서 근로자라는 주요 이해관

계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기업관이 있다. 

그러니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

체의 경영상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해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다”는 한국가스공

사 판결의 판시는, 차라리 솔직하게 “쟁의행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위해 

이러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5. 고려 사항

1) 경영(권)사항의 개념 

많은 판례가 ‘경영(권)사항’을 이유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부인해 왔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경영(권)사항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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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300)

노동기본권을 논의할 때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과 한계에 관

해 너무나도 꼼꼼하게 논의하던 판결들이, 헌법에 독자적인 근거 규정도 

없고, 따라서 여러 헌법상 권리의 내용을 ‘종합하여’ 구성하여야 하는 ‘경

영권(또는 경영사항)’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는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법원이 경영상의 결정에 ‘존엄성’301)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고, 혹자는 그 개념이 모호하다302)고 비판한다. 

노동기본권이 경영권과 충돌하는 경우 왜 단체행동권을 후퇴시켜야 하

는지 이론적 근거 뿐 아니라, 먼저 무엇이 그러한 특권적 지위에 있는 경

영(권)사항인지에 관한 정의와 요건(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기

준에 의하여 경영권을 단체행동권에 우선시키는 것인지도 확정해야 한다. 

헌법학에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해결준거가 바로 기본

권의 규범내용을 해석론을 통하여 확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303)

법체계 전반에서 ‘경영권’의 개념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경영권’

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사업의 운영이나 지배를 위한 권

능으로서 사업과는 분리된 주주권(의사결정권)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사업조직 내에서의 기업의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적 권한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304)가 타당해 보인다. 

300) 신인령 교수는 이 상황을 “경영권에 대한 논의는 최소한도의 경영권의 내용

에 관해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을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한이라는 광범위

하고도 막연한 의미로 이해한다’고 표현하였다.– 신인령, 앞의 책, 86면 
301) 전형배, “경영권의 본질과 노동3권에 의한 제한”, 강원법학 제44권(2015. 2.), 

661면
302) 노정희, 앞의 글, 666면
303) 김범기, “노동3권과 경영권 충돌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

법논총 제8호(2005), 209면 
304) 신권철b, 앞의 글,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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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서의 경영권(주주권)은 사업 외부적인 것으로 승계되거나 방어되

거나 인수되는 일종의 재산권처럼 인지되지만 후자로서의 경영권(사업운

영권)은 사업 내부적인 것으로서 행사되거나 제한되는 일종의 지배권처럼 

인식되는바,305) 쟁의행위와 관련해 문제되는 경영권은 후자의 개념으로, 

그 내용은 사업수행의 자유(사업의 이전·축소·확대·변경·폐지, 사업방식의 

외주화·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경영진의 변경 등)를 의미한다.306)

2) 논의 중심의 이동

그동안 경영(권)사항을 단체교섭(대상)사항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

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주로 경영권의 ‘권리성’을 인정할지 여

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비교적 최근의 몇몇 논의는 경영권

의 권리성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편의상’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면서 그 권리의 실체는 재산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직업상 

자유라는 것을 전제로 무엇이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

는지의 관점에서 다루거나,307) 그 구체적인 보장범위 획정을 위해서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기본권 충돌이론을 구체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거나,308) 아예 헌법상 기본권 논리로 구성하지 않고 

305) 신권철b, 위의 글, 33~34면
306) 신권철b, 위의 글, 35면 
307) 노정희, 앞의 글, 659면
308) 김성진a, “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노동법학 제45호(2013. 3.), 200면 

이하; 다만 위 한국가스공사 사건도 “경영권이 노동3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를 조화시키는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창의와 투자의

욕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를 증진시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

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여, 그 논리적 기초만큼은 기본권 충돌에 

두고 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 120 -

실정법 체계를 고찰하여 거기에서 경영권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실

정법 중 기업의 작동원리와 이에 따른 법률관계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

고 있는 법령은 상법이므로 상법 개별 규정을 통해 회사를 운영할 수 있

는 권리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영권의 실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그것이 단

체교섭·행동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피는 방향309) 으로, 조금씩 논의 

중심을 옮기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여 이를 모두 근로조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

권인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310)라고 하면서, 이른바 

‘경영에 관한 사항’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단체교섭 또는 단체행

동의 대상이 되는지를 논하게 된다. 

3) 노동기본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본권 충돌이론 적용 

기본권 충돌이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확인하는 일이다.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 당시에 존재하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에 관련된 것이고,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은 재산으로서의 

사업체의 양적변동을 초래하는 경영상의 결정과 현존 사업체의 근로자들

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영상의 결정이므로,311) 재산으로서

의 사업체의 (양적)변동을 초래하는 경영상의 결정과 현존 사업체의 근로

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영상의 결정은 경영권의 본질적

309) 전형배, 앞의 글, 654면-이 글의 제목은 노동법학 논문으로서는 드물게 이 문

제를 ‘노동3권의 제한’이 아니라 ‘경영권의 제한’으로 붙이고 있다.
310) 노정희, 앞의 글, 665면
311) 김성진a, 위의 글,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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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내용으로 단체교섭권이 미치지 않는 소위 ‘경영전권사항’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312)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법익형량의 원칙, 규범 조화적 해석의 원칙, 규범영역 분석이론이 논의되

는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은 대립하는 사인 간 이해관계를 다루는 민사-

형사사건에서 명시적으로 ‘기본권 충돌’을 언급해 왔다.313) 이러한 사건들

이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학에서 말하는 ‘기본권 충돌’로 규정하기는 어렵

다는 입장도 있으나,314) 대법원은 이른바 ‘간접적용설’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들 사법상의 관계에서도 ‘기본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단체행동권 범위가 문제되는 ‘경영사항에 대한 쟁의행위’ 관련 논의가 

이들과 다소 다른 점은, 노동기본권의 특수한 성격에 있다. 즉 노동기본권

은 (간접적 효력설이나 무효력설에 의하더라도) 본디 사용자라는 특정 사

312) 김성진a, 위의 글, 221~222면
313)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① 강의석 군 사건(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

38288 전원합의체 판결), ② 이상호 기자 X File 사건(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

론의 자유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③ 전교

조 조합원 명단 공개 사건(개인정보자기결정권·교원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학생

이나 학부모의 알권리 : 대법원 2011. 5. 24. 자 2011마319 결정) 등이 있다. 

이들 사건 이전에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와 인격권

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이 충돌하였을 때 그 충돌의 조정

은 관련 이익을 형량함으로써 한다고 판시하여 왔고(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여성회원의 총회원 자격을 부인한 서울기독교청년회 사건”에서도 평

등권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충돌 문제가 쟁점이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314) 성정엽, “기본권충돌에 대한 헌법이론적 접근”, 공법학연구 창간호(1999), 9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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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된 권리로서, 그 사인(=사

용자)에 대해서도 직접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315) 명문의 규정

은 없을지라도 성질상 사인(=사용자)에 대해서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

본권이라는 의미는,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고 권리 행사에 응해야 할 의

무를 부여한다는 뜻이고, 본래 사용자의 권리(영업상의 자유 등)를 제한하

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 충돌 이론으로 이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목적·취지(노동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의 실질적 대등화와 노사관

계에 관한 노사자치 촉진 등316))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사용자의 권리는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핵심적·본질적 부

분인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하다.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의 보장이 곧 사용자의 처분권 박탈을 의미

하지 않으며,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영위기 상황인지 여부의 판단이나 구

조조정의 실시 여부 및 다양한 구조조정의 방식 중 고용조정방식의 선택 

여부와 그 범위(구조조정은 소유구조, 자본구조, 경영구조 등을 변화시킴

으로써 가능하기도 하고, 총고용을 줄이는 고용조정방식 이외에 근로시간 

조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15) 권영성, 앞의 책, 331면 ; 西谷敏, 위의 책, 57면
316) 박종희 교수는 이를 ‘노동3권 보장의 기능적 관점에서의 의의’라고 하면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교섭을 행하고, 필요한 경우 단체행동을 행함으로써 근로조건을 자율적으

로 타협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조건들을 스스로 규율하도록 

함에 종국적 목적이 있다. 이런 점에서 노동3권의 의의를 파악한다면 근로조

건의 결정을 위한 집단적·자율적 이익조정시스템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박종희,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법학 48권

(2007),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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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질적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쌍방의 성실한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317)하는 것이 제

대로 된 이익형량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면 구조조정의 실시가 경쟁력의 강화, 이익실현의 확대를 의미하게 되

는 것이라면 단체행동권의 기본권성, 근로자에게 해고가 갖는 의미, 노동

조합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경영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단체행동권을 전

면 제한할 타당한 이유를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318)

4) ‘무리한 요구’인 경우와 비교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쟁의행위에 관해 대법원은 종종, “정

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측의 요구는 사용자의 정

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해고회피 방법이나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서는 협의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경영권을 ‘전면적으

로’ 부정하는 ‘무리한 요구’이므로 위법(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사관계에서 양 측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무리하거나 지나친 것

인지는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도 성일운수 사건 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

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 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노동조합이 사용자

317) 노정희, 앞의 글, 674~675면 
318) 노정희, 위의 글, 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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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다소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노

동조합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저해되었다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평균임금이 도내 택시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노동조합

이 최고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한 쟁의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판

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정리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이 위법이라고 하는 판결들은, 

이 또한 ‘무리한 요구’일 뿐 ‘위법한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례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다. 

‘정리해고 철폐’나 ‘실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일응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절차와 

이행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축소 등 노동조합에게 유리

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 범위 축소’ 등의 타협적인 

주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사용자가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더라도 이는 교섭 과정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과다한 요구

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 자체가 부당하다 할 수는 없다. 

한양공영 사건 의 원심 판결319), 조폐공사 사건 의 원심 판결320), 만

319) 창원지방법원 2000. 8. 22. 선고 2000노270 판결(무죄 선고) “…정리해고 철회

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부정하는 점에서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 측에서 수

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조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

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

고 철회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320) 대전지방법원 1999. 11. 19. 선고 99노816 판결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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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계 사건 의 원심 판결321)이 공히 이 점을 지적하였으나, 대법원은 정

리해고 철회가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의 실시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

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함을 알 수 있

고, 위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

유 없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

고 하면서, 무리한 요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파기 환송하

였다. 논리 구조만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급심 판결이 

제기한 중요한 논점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한편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정리해고”는 반대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불순한 의도로 정리해고가 추진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나 부

당해고에 해당될 것이어서 손해배상청구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다

른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도 있

을 것이며,322) 또한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노동조합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

운 일이다. 

321) 춘천지방법원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 (무죄 선고) “… 정리해고 철

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부정하는 점에서 일응 과도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단체교섭과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해고회피절차의 이행 

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축소 등 노동조합에게 유리한 결과

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불실시 

등 만도기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

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

고 하여 막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
322) 정인섭e, 위의 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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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론과 경영(권)사항

대법원 판결, 그 중에서도 앞서 자세히 본 한국가스공사 사건 판결

(2002도7225)이 기초하고 있는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는 “회사는 주주가 

지명하는 자에 의하여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노

동자·소비자·지역사회 등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결코 법적 의무가 될 수 

없고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른바 주주자본주

의(shareholder primacy theory) 모델이다. 이는 1900년대 미국에서 생긴 고

전적 견해로, 지금은 미국에서도 상당 부분 수정을 요구받고 있는 사고방

식이다.323)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회사에 제공되는 금융자본·노동자본·지

적자본·사회자본·환경자본 등 많은 자본 중에서, 주주들은 하나의 자본유

형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다른 이해당사자들도 관련 자본을 제공하고 있

으므로, 회사는 주주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회사이익(이해관계자 이익의 

총합) 극대화를 위하여야 한다”고 하는 ‘이해관계자 모델(stakeholder 

theory)’이 오랜 기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독일연방대법원은 1979

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에 대하여 “일반적 재산권과는 달리 

지분소유권(주주권)은 사회적 관련성을 가지고 그 권리는 노동자들과의 

관련 하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에 주주권의 실현 즉 경영권의 행사에 노동

자들의 참여를 보장한 동법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주주

나 기업의 권리와 자유는 인격적 성격보다 사회적 성격이 크므로 입법자

의 제한이 넓을 수 있고, 공동결정법이 기업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

는다”는 합헌 결정(BVerfGE 50, 290)으로 이를 뒷받침했다.324)

323) 장덕조, “한국 기업법제의 현황과 미래”, 법과 기업 연구 제7권 제3호(2017), 

52~53면 
324) 방준식a,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성립과 발전”,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4집 

제1호(2007),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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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회사가 주주이익만이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기업 

자체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해관계자 모델’의 관점325)에 서면, 

한국가스공사 사건 판결과 같이 절대적 경영권이나 경영(권)사항에 관한 

인정 논리가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다. 

6. 소결 

정리해고․사업부서 폐지와 같은 이른바 ‘경영(권)사항’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ⅰ)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될 

수 있는 것만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고, ⅱ) 단체교섭(대상)사항은 

좁은 의미의 근로(계약)조건에 한정되며, ⅲ)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

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

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는 3단계 논리를 거쳐,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먼저 첫 번째 논리를 본다. 제3장에서 본 것처럼 노동관계에서 발생하

는 모든 분쟁(=주장의 불일치)에서 노동자․노동조합 주장의 관철은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영(권)사항에 관한 주장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과 

같은 이른바 경영(권)사항, 그 중에서도 특히 정리해고에 대한 주장은 단

순히 사용자의 경영결정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근로계약관계

와 노동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 결정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그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의해 정당하

다고 해야 한다. 

325) 장덕조, 앞의 글,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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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논리 역시, 단체교섭 (대상) 사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파악한

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제3장 제1, 3절에서 본 것처럼 단체교섭(대상)사항

을 계약론적 관점에서 근로 ‘계약’의 조건에 한정해서는 안 되고, 노동관

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굳이 단체교섭의 장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에 배치된다. 

가장 자주 문제되는 ‘정리해고’의 경우, 실제 현행법상 정리해고는 과반

수인 노조의 경우 노조가 행사하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대상이고(근로기준

법 제24조 제3항),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앞서 노조의 관여를 인정하는 

이른바 ‘고용안정협정’이 체결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리해고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어서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들 판결례는 현행

법 규정 및 단체협약의 실태와 배치되는 것이다.326) 더욱이 대법원은 이

미 포레시아 사건 에서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여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가 무

효라고 판단하였는바,327) 고용안정협약의 존재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

는 그동안의 판결들은 포레시아 사건 판결 결론과는 배치된다. 고용안

정협약의 효력 또는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는 전제는 그것이 ‘근로조건 기

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노조법 제33

조 제1항 ‘규범적 효력’), 그렇다면 곧 단체교섭(대상)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히 판례에서)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

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

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326) 정인섭e, 위의 글, 28면 
327)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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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논리는, 마치 경영(권)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이 단순히 재산권

의 주체(주주)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경영자)가 재산권을 처

분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상 결

정에 의한 처분 대상에는 물적 재산 뿐 아니라 다른 기본권 주체인 ‘노동

자’가 포함된다.328) 바로 이 지점에서 기본권 충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329) 그리고 이 충

돌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기본권의 성격이 될 

터인데, 노동기본권이 예외적으로 직접효력을 갖는 권리라는 특수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위 현

328) 박제성 박사는 “근로자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갖는 법주체로서 재산

권의 주체이지 객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권을 기업 재산에 대한 처분

권으로 이해한다면, 기업은 재산권에 근거해서 근로자에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경영권은 실정법상 ‘권리’라기보다는 사

실적 개념으로서의 ‘위력’ 또는 ‘권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인적 

자산은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력이다. 그런데 이 노동력이라는 자산은 근로자

의 신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처분은 곧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된다. 근로자가 타인의 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

자가 재산권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법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고 지적한다 - 박제성e, “관할권 또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권한 : 경영권의 법

적 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사회정의의 교의적 가치에 관하여”, 시민과 세

계 2017년 상반기호(통권 30호), 178면 
329)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

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 “상충하

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규범조화적 해석),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

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5헌바96 결정)”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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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차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

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하고 있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용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

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압박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반대

(항의)하는 것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용자

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이와 같이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를 확대하기 시작하면, 사

실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 권리 인정은 모두 경영권 침해

가 될 수밖에 없다. 원래 노동조합이 법인(法認)되기 이전에는 서구사회에

서도 이른바 ‘영업의 자유’에 기초하여 임금 기타 근로조건까지도 모두 

경영권사항이라고 주장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영위기 상황인지 여부의 판단이나 구조조정의 실

시 여부 및 다양한 구조조정의 방식 중 고용조정방식의 선택 여부와 그 

범위(구조조정은 소유구조, 자본구조, 경영구조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가능

하기도 하고, 총고용을 줄이는 고용조정방식 이외에 근로시간 조정을 통

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가 실질적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쌍방의 성실한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익형

량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이다.330)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점, 근로자

에게 해고가 갖는 의미가 중대하다는 점, 노조법 규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330) 노정희, 앞의 글, 674~6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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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영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전면 제한할 타

당한 이유를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331)

제2절 권리분쟁 

1. 개요

이른바 ‘권리분쟁’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가332) 문제된

다. 

1997년 노조법 개정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제5호)에 

‘결정’이 삽입되면서 그 의미가 부각되기도 하였고, 최근 법원이 문화방송 

파업 사건333)에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와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판결이 과연 1997년 법 개정 이

후 이른바 ‘권리분쟁’ (해결을 위한) 쟁의행위를 정면으로 다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334)

331) 노정희, 위의 글, 674면 
332) ‘권리분쟁’은 ‘노동분쟁’이라는 상태 개념 중 분쟁의 목적물(대상)이 무엇인지

에 따른 분류이므로, 개인적으로는 “권리분쟁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는

가(for the purpose of~)”는 표현보다는 “권리분쟁에서 출발(유래 또는 비롯)한 

쟁의행위는 정당한가(in the event of~)”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에 이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 논의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들 표현을 함께 사용한다.
333)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

로 낸 해고 등 징계무효확인 소송 1 2심, 170일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집행부 5명에 대한 1 2심, MBC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95

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등 민 형사 재판 5건에서 법원은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PD 저널 2015. 5. 14. 자).
334) 2014년 1심 판결 이후 간략한 판결평석(정인섭, 신수정, 이수연)이 있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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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쟁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다고 단언하는 

견해335)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권리분쟁의 개념에 대해 자세하

게 다루어진 논의가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의 범위 

혹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분분하였다.336)

이 논문에서는 일단 “법률·단체협약 또는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명시된 

권리(또는 의무)에 대한 해석 또는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분쟁”으로 보

앙경제사가 발행하는 월간 노동법률 은 2016년 7월호의 “권리분쟁이 쟁의행

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나”를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김소영, 하갑래, 김

성진 교수나 이준희 박사의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었다. 김형배 교수는 새 

책(2016년 판)에서 “방송의 제작·편성·보도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의행위

로 나아가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부분을 추가

하고, 그 각주에 MBC 노조원들의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11910 판결을 기재하였다(김형배, 앞의 책, 1123면). 
335) 이준희, “권리분쟁 사항과 단체교섭 사항에 대한 재검토”, 한국비교법학회 노

동법논총 제40집(2017), 27면
336) 김성진b, 위의 글, 61면 - 이에 따르면, ① 권리분쟁은 기존의 법령·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이익분쟁은 단체협약의 

체결·갱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의사결정분쟁으로 보는 견해(임종률), ② 권리

분쟁은 이미 형성된 권리·의무관계의 해석 및 이행에 관한 당사자간의 다툼으

로 보는 견해(이상윤), ③ 권리분쟁은 단체협약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권리관

계의 분쟁 혹은 법률상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를 판단하는 분쟁으로, 이익분쟁

은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경제관계의 분쟁으로 보는 견해(손창

희), ④ 권리분쟁은 권리의 해석·적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익분쟁은 권리의 

형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보는 견해(이종범·윤견수), ⑤ 권리분쟁은 법령·단체

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적용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으로, 이익분쟁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권리의 형성·유지·변경 등을 둘

러싼 분쟁으로 보는 견해(이승길·조성관), ⑥ 권리분쟁은 이미 설정된 규범에 

따른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으로, 이익분쟁은 새로 규범을 설정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설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다툼으

로 보는 견해(정명현)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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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익분쟁은 “미래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발생하여, 주로 한쪽에서는 어떠한 권리를 만들어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분

쟁”으로 보는 ILO의 입법가이드라인337)의 개념 정리를 전제로 논의를 전

개하고자 한다.

2. 학설 

1) 권리분쟁에서 유래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

김형배 교수는 단체교섭은 앞으로 정하여질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타협

과 양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이

지 이미 형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

한 수단은 아니므로, 사법적 보호 또는 기타 법적 해결방법의 길이 열려 

있는 권리분쟁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

서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한다.338)

권리분쟁의 문제 역시 단체교섭(대상)사항의 문제로 보는 김형배 교수

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지만, 권리분쟁에 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통해 양보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쟁의행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주석서나,339) 법 개정 이후 권리분쟁은 노

동쟁의 개념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쟁의행위에서 제외되었다고 풀이해야 한다는 사

337) ILO 노동입법가이드라인, 56면
338) 김형배, 앞의 책, 1020면 
339)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위의 책(I), 233~235면 [신권철·이용구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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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수원 교재 역시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

다고 본다.340)

2) 권리분쟁에서 유래한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견해 

이병태 교수는, 노동쟁의의 대상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이므로, 당

사자 간 노동관계에서 집단노동관계를 제외한 개별노동관계인 근로조건에 

한정되고 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가운데 이미 확보된 권리의 이행에 대

한 권리분쟁은 배제되어 오직 이익분쟁만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341)고 

하면서도, 이를 어디까지나 ‘노동쟁의’ 개념에만 한정하여, 단체교섭 대상

에도 이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법원이 있는 서구에서 권리분쟁과 이익분

쟁을 구별하는 법리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한다.342) 노조법 제29조에서 단체교섭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

원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노동쟁의 대상과는 달리 

권리분쟁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박홍규 교수의 입장

도 마찬가지이다.343)

3) 권리분쟁 내용에 따라 정당성 판단을 달리하는 견해 

340) 사법연수원, 앞의 책, 261면 – 제2조 제6호를 괄호 안에 넣으면서 “쟁의행위

는 … 위와 같은̇̇ ̇ 노̇동쟁의의 원인이 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라고 한 

문장은 박지순, 앞의 글, 668면과 일치한다. 두 문헌 모두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어, 근거나 출처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341) 이병태, 앞의 책, 295면
342) 이병태, 위의 책, 212면 
343) 박홍규, 앞의 책,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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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률 교수는, 권리분쟁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

지만 그러한 해결만이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권리분쟁

에서는 객관적으로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가(시시비비)가 문제되고 이는 

원칙적으로 협상을 통하여 양보할 성질이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상

대방의 양보를 구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의 남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단

체교섭 대상에 관하여 권리분쟁사항을 이익분쟁사항과 같게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권리분쟁사항은 조합원을 위한 것이든 노동조합을 위한 것이든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

이라고 한다.344) 다만 “사용자가 명백히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노사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시정이 시급한 경우에 

그 위반에 항의하고 그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예외적으로 정

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자가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

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중지를 구하는 쟁의행위, 사용자

가 단체협약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쟁의행위의 경

우에는 사용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항의를 촉발한 잘못이 

있고, 그 시정을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

기하는 것은 신속성 등에서 충분한 구제가 되지 못한 점에서 예외를 인정

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예로 대우자판 사건 판결345)을 들고 있다. 

344) 임종률, 위의 책, 140면-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이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개정된 것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한다.
34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8377 판결 - 그러나 이 판결은 합의 없는 지점

폐쇄가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지점 폐쇄 결정이 경영(권)사

항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쟁의행위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어서, 단체협약 이

행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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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쟁은 단체교섭의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

면서도, 권리분쟁 중에서 1) 체불금액 시기 등 임금체불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 2) 부당노동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

칙 불이익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등에는 교섭대상이 된다고 하여, 그 

내용에 따라 정당성 판단을 달리하는 이상윤 교수 견해도 유사한 입장이

라고 할 수 있다.346)

3. 외국의 사례

1) ILO의 기준

단체협약이나 쟁의행위를 다룬 ILO 협약 중에 ‘권리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다. 전문가위원회의 1994년 일반조사보고서에도 ‘권리분쟁’

을 언급하는 것은 법정중재(compulsory arbitration)와 관련된 부분(para.

255)으로, 단체협약 해석·적용에 관한 권리분쟁과 단체협약 체결이나 단체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이익분쟁을 구별하고, 강제조정은 후

자(이익분쟁)만 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347)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에도 명시적으로 이를 다룬 것은 찾아볼 수 없

다. 다만 법적 문헌의 해석 차이 때문에 생기는 법적 갈등의 해결은 법원

의 몫이므로, 그러한 상황에서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위반

이 아니라고 한 것이 있다.348)

346) 이상윤, 앞의 책, 727면 
347) General Survey, para. 255. 
348) Digest, para.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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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

독일에서 권리분쟁(Rechtsstreitigkeit)은 노동생활(Arbeitsleben)의 권리의무

에 관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Arbeitsstreitigkeit)을 말하

고, 이익분쟁(Interessenstreitigkeit)은 노동생활의 조건을 이루는 노사간 이

익관계에 관하여 쌍방의 주장이 불일치하여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노동분쟁을 말한다.349)

이 중 ‘노동생활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대체로, ⅰ)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인 노동계약, ⅱ)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

체와의 사이의 단체협약, ⅲ) 사업장평의회와 사용자 사이의 사업장 합의, 

ⅳ) 노동관계의 규율과 관련되는 각종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며 따라서 권

리분쟁은 이들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350)

독일에서 권리분쟁은, ① 권리상태를 확인하는 순수한 법률문제를 둘러

싼 분쟁(예컨대, 해고권이나 임금청구권의 존부(存否)와 같이 개별법상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 ② 확인된 법적 지위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루어지

는 분쟁(사용자에 의해 승인되거나 법원에 의해 확인된 법적 지위를 상대

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법적 상태의 교정을 목적으로 한 분쟁(예컨

대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든지, 해고근로자를 복직)으로 나뉘고,351) 이 중, 

ⅰ) 해고권이나 임금청구권 존부 같은 이른바 ‘순수한 법률문제’는 노동재

판소의 전속적인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ⅱ) 사용자

에 의해 승인되거나 법원에 의해 확인된 법적 지위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도 인정되지 않지만, ⅲ) 정리해고를 

349) 김지형a, 앞의 글, 23면 – 박상훈, 앞의 글, 179면에서 재인용
350) 김지형a, 위의 글, 24면 – 박상훈, 위의 글, 179면에서 재인용
351) MünchArbR/Otto, Rn.25ff - 이승욱외 2, 앞의 책, 59~60면에서 재인용하여 정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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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하라거나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요구와 같이 법적 상태의 교정

을 목적으로 한 분쟁의 경우처럼 해고가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것을 근거

로 주장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 양보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권리분쟁

이 아니라 이익분쟁에 해당한다고 본다.352)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고용안정, 사용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침해된 권리의 옹호, 

종업원대표제도와 관련한 집단적 권리의 옹호 등도 ‘직업적 이익’에 포함

된다고 보기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으로 인정된다. 

즉 파업자들의 요구는 법원에서 해결 가능한 권리분쟁 사항일 수 있으

며, 이는 프랑스 제도에서 파업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적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353)

4) 미국

미국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직접 원인으로 하

여 파업을 행할 수 있다. 

조합원이 공동행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면 근로자들은 그 차별적 행위

가 치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수 있다.354) 이익분쟁-권리분쟁 이분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준)사법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해당하므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게 될 것이지만, 

352) 이승욱 외 2, 위의 책, 59~60면 
353) Emmanuel Dockés, 앞의 글, 37면 
354) 강현주b, “미국의 부당노동행위파업 법리”, 노동법학 제44호(2012. 12.),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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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파업을 인정하는 것은 쟁의행위 목적이 경제적인 이익에 한

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일본 

일본에서는 헌법 제28조를 근거로 단체교섭(대상)사항이나 쟁의행위 목

적이 정해진다고 보면서, 이익분쟁 뿐 아니라 권리분쟁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한다.355)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에는,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하는 항의 파업 또는 방위파업은 당해 노사

관계에서 노사자치를 기능하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목적에 대한 정당

성이 인정된다고 한다.356)

4. 판례

1) 법 개정 전 판례 

노조법 제2조 제5호 개정 전 대법원은 서울지하철공사 사건 판결357)

이래로 서울대병원 사건 판결358) 등에서 ‘노동쟁의’ 범위에 개별적 노

사관계에서의 분쟁이나 권리쟁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왔다.

355) Yumiko Kuwamura, “The Right to Strike : Japan”, Wolters Kluwer(2016), Right 

to Strike, p. 353 
356) 荒木尚志, 労働法、有斐閣(2009), 538면 
357)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

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 
35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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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

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

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

의)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

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2 판결, 쟁의행위 목적에 ‘합의각

서 이행’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

“… 원심이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분쟁 중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집단적 이익

분쟁에 한하며 집단적 권리분쟁이라든지 개별적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되

는 고충 등은 제외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에 관한 분쟁은 원고 노동조합

의 간부인 … 에 대한 휴직처분이 부당하므로 복직시키라는 것이니 이와 같은 권

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위 분쟁사항

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의 재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복직 및 해고요구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외의 재정

을 한 노동위원회의 재정이 옳다고 한 것은 결론이 정당한 것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2) 법 개정 후 판례 

2007년 권리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제외하는 취지의 법 개정이 이루

어진 후, 권리분쟁을 목적으로 한 교섭청구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적어도 공간된 것 중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

인다.359)

359) 같은 방송사 파업으로 한국방송공사 노조원들에 대한 정직무효 판결이 확정

되었으나, 권리분쟁에 관한 판시는 없고 “목적은 임금 인상,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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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급심 중에는 문화방송 사건 판결360)에 관련 판시가 있다. 이 

사건에서 파업 요구사항 중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권리분쟁’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한 것이다.361)

2014다33604 판결). 
360) 해고무효확인 : 전부 인용(1심 서울남부지법 2014. 1. 17. 선고 2012가합16200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11910 판결, 피고가 전부 상

고하였으나 2017. 12. 8. 상고취하), 사측의 195억 손해배상청구 : 전부 기각(1

심 서울남부지법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나10931 판결, 원고가 전부 상고하였으나 2018. 2. 13. 

상고취하), 업무방해 : 모두 무죄 (1심 서울남부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

합9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노1664 판결, 검사가 상고하

여 2018. 4. 25. 현재 대법원 2015도8190호로 계속 중)
361) 그에 앞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 정당한 파업의 목적인지 쟁점과 관련해서, 

쟁의행위 목적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 범박동 새마을금고 사건 과 현대사회

연구소 사건 판결을 인용한 다음, “이 사건의 피고와 같이 일반 사기업과 달

리 한정된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아 전국적인 방송 송출을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방송사업

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사업 목적과 지위에 대한 법률상의 보장과 

규율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주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방송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하

여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적 규율은 언론의 자유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실현이

라는 헌법적 가치이자 권리를 방송의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

히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 또

한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방송법 등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방송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다.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피고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그 준수 또

한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조

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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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한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근

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 만약 그와 같

이 보지 않고 기존 단체협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닌 소위 권리분쟁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경

우에는,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저해된 근로조건을 원상

으로 회복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근

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한 헌법 제33조제1항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그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지는 것(대법원 1992. 9. 1. 선고 92

누7733 판결 참조)과 비교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 피고는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

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

므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

아갈 수 있다… 

3) 문화방송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항소심 판결 이후 상당수 평석과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양하

였으나,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판결이 권리분쟁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았고, 판결에 동조하는 입장에서는 권리분

쟁이 아니라 이익분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보면서 아쉬움

을 표하였다. 

신수정 박사362)와 이수연 박사363)는 1심 판결에 관한 리뷰를 하면서 권

라 할 것”이라고 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362) 신수정,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노동법학 제51

호(2014. 9.), 359면 
363) 이수연, “정리해고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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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분쟁에 관한 것보다는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범위를 넓힌 것을 강조하

였고, 김동욱 변호사364)는 해고무효 항소심 판결 직후 “1997년 노동쟁의

에 관한 정의규정이 바뀐 이후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룬 최초의 

판결”이라고 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근로

조건의 이행을 다투는 권리분쟁이 쟁의행위의 목적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평가하면서,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쟁

의 대상으로 보아 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경우, 이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쟁의 정의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

경함으로써 노동쟁의가 이익분쟁에 한정됨을 명확히 한 법제정 취지에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권리분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다

른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파업이 가능하게 될 경우, 본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분규

가 장기화되는 등 노사갈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윤 교수도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을 인정하면서도 위반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위반 사실이 명백히 있을 경우에 파업의 정

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고 평가하고, 이 

판결은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 위반을 하는 경우 종전의 이익분쟁은 해결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재현된 결과를 초래하게 돼,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의 

구별 자체가 그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는 본인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한

다.365)

방준식 교수는 “공정방송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하지만, “구체적인 사안

동법학 제51호(2014. 9.), 369~370면 
364) 김동욱, “권리분쟁 사항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있나”, 월간 노동법률 2015

년 6월호, 83면
365) 이상윤,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월간 노동법률 2016년 7월호,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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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공정방송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쟁의행위라면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

고 하였으며,366) 송강직 교수는 “권리분쟁 및 이익분쟁 등으로 구별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으로, 나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으로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의 해석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권리분쟁이라고 해도 그것이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이 있다면 노동쟁의 조정절

차 경료와 관계없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으로

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367)

김소영 교수는 이 판결이 ‘기존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쟁의행위’와 

‘단체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구분하고, 전자와 달리 후자에 대

하여는 쟁의행위 대상성을 인정하였다고 평가하고, “권리분쟁 사항 그 자

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모처

럼 완화한 판결로서 일응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였고,368) 김성진 

교수는 “공정방송의무 준수 혹은 그 이행을 요구하는 분쟁은 확정된 권리

의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분쟁이다”라고 단언한 다음, 이 판결이 일정한 

범위의 권리분쟁에 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고 보았다.369)

박지순 교수는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권리분쟁은 노동쟁의의 개념에서 

제외되었고, 그에 따라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

는 행위는 쟁의행위에서도 제외되었다”고 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

366) 방준식b, “노동쟁의의 대상범위에 관한 소고”, 월간 노동법률 2016년 7월호, 

45면
367) 송강직c, “권리분쟁의 노동쟁의 목적의 정당성 충족 여부”, 월간 노동법률 

2016년 7월호, 49면
368) 김소영,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권리분쟁”,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2016), 268면
369) 김성진b, 위의 책,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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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의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노조법 제34조를 인용하면

서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판결 또는 결정을 

통해 그 분쟁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한다.370) 또한 “이 사건 판결이 ‘기존

에 합의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그 준수를 요구하기 위

한 행위는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다고 본 것은 쟁

의행위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이익분쟁으로 설명하려는 무리한 논리

전개”라고 비판한 다음, “오히려 사용자측의 중대한 단체협약 위반에 항

의하고 그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것이 논리적이지만, 이와 같은 입장은 현

행 노조법 명문의 규정에 반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다.371)

이에 대해 이준희 박사는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가 축소된 것은 단지 

노동위원회의 공적 조정서비스 제공대상이 축소된 것으로 제한적으로 이

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체교섭 대상은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과 노

조법상 단체교섭과 관련된 제반조항들의 해석론에 유보되어 있다”고 하

고,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와 규율을 형성하기 

위한 사항들도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372)

4) 문화방송 사건 판결 검토 

370) 박지순, 앞의 글, 641~642면
371) 박지순, 위의 글, 641~679면
372) 이준희, 앞의 글, 27면



- 146 -

문화방송 사건 판결이 권리분쟁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판결문 표현 때문이지 실

제 문화방송 파업에서 요구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은 아니다. 일부 요구

사항은 분명 이익분쟁의 성격이 있지만, 법원이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 적

시한 바와 같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

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

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

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

으로 본다면, 법률과 단체협약에 정해진 의무 이행을 구하는 파업이었음

은 비교적 명백하다. 법원이 이것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본 것은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노동쟁의=이익분쟁=단체교섭 

대상사항=쟁의행위 목적”으로 도식화된 논의들을 의식한 방어적 입론으로 

보는 것이 맞다. 

5. 고려 사항

1) 권리분쟁의 개념

“법률, 단체협약 또는 개별적인 고용계약에 명시된 권리(또는 의무)에 

대한 해석 또는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분쟁”이라거나 “기존의 법령·단체

협약·취업규칙 등 규범의 해석·적용·이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 정

도의 정의만으로는 권리분쟁의 내용이나 범위를 알기는 쉽지 않다. 

구분이 용이하지도 않다. 예컨대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을 둘러싼 분

쟁은, 법률상으로는 당해 변경의 유·무효를 다투는 권리분쟁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노사 간 새로운 규칙 형성을 둘러싼 이익분쟁으로의 성격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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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비조합원인 노동자가 해고된 후 조합에 가입하고, 그 조합이 사용자

에게 단체교섭을 신청한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질상 개별노동분

쟁이 집단적 노동분쟁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73) 또

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리분쟁이라고 

하지만, 그 주장의 본질이 그 해고가 법령 등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복직 내지 재채용의 인사권을 행사하라는 것에 있다면 

이는 이익분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374) 나아가 현존하는 어떠한 권리에 

대한 분쟁을 새롭고 소급적인(retrospective)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손쉽게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변화할 수 있다.375)

권리-이익분쟁의 구별은 이렇게 그 자체가 분명하거나 고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2) 권리·이익분쟁의 해결절차 

제3장 제3절에서 본 것처럼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자주

적·판정적·조정적 해결 3가지가 거론되고, 노동분쟁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해결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이야기될 수 있다.

판정적 해결 은 이익분쟁에는 어울리지 않고 권리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을 비교적 분명하다.376)

조정적 해결 은 이익분쟁에 유용한 분쟁해결 방법이지만, 권리분쟁이

373) 菅野和夫, 앞의 책, 827면
374) 임종률, 앞의 책, 140면 
375) 김광덕, 앞의 논문, 14면
376) A. Gladstone, op. cit., p. 597 : 그렇기 때문에, 권리분쟁을 판정적 해결 방법

으로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독일 노동법원은 그 사물관할로 권리분쟁만

을 정하고 있다(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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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조정적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결이나 중재 

재정과 같은 ‘판정적’ 분쟁해결의 전조(precursor)로서 역할을 할 수 있

다.377) 체불임금과 같은 대표적 권리분쟁에서, 밀린 임금의 일부만 받기로 

하거나 밀린 임금보다 조금 더 받기로 하는 화해는 매우 일반적이고, 임

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의사불벌378)로 바뀐 상황에서는 더욱 빈번하

며, 고용노동부는 아예 지방노동관서에서 ‘민간조정관’을 채용하여 조정적 

해결에 의한 권리분쟁 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해결절차는 어디까지나 제3자 개입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 그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를테면 자주적 해결 )을 부인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교섭과 제3자가 개입하지 않는 조정·화해 등 자주적 해결 은 어느 분

쟁에나 적합하고 효율적이다. 본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기구의 일

차적 목적도, 가능한 한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노력에 의해 분쟁을 해결

하도록 조력하며, 단체교섭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379) 노조법도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제5장의 첫머리에 “이 

377) Ibid., pp. 597~599 : “과거에는 ‘권리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의 타협의 여지

는 없다’는 생각으로 권리분쟁 해결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조정이나 화해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ⅰ) 단

체협약의 애매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타협이 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고, ⅱ) 조정/화해 절차는 각 당사자들에게 그들

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송의 필요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현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78) 근로기준법 제109조 …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

기할 수 없다. [2005. 3. 31. 신설]
379) ILO 제154호 협약 제5조(e) …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들은 

단체교섭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이해해야 한다(ILO C.154 Article 5(e) : …

bodies and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labour disputes should be so 

conceived a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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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하고(제47조),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며(제48조),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

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

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

한 해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제49조), 자주적 해결이 가장 우선적

인 분쟁해결방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컨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해

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해결방법들과 병행하여 계속 추진되어야 

마땅하지, 이를 택일적이거나 배제적인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권리분쟁은 단체교섭 (대상) 사항이 되지 않고, 권리분쟁에서 유래한 쟁

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는 “권리분쟁은 무엇이 법적으로 옳

은지를 밝히는 일이므로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논리는 분쟁 해결의 방식 중 판정적 해결 방식 만을 유일한 선(善)

으로 보고, 무엇보다 모든 권리분쟁에서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지를 밝히

는 일”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며, 또한 교섭에 의하는 방식보다 

쉽거나 싸거나 빠르다는 점을 전제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권리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지를 일의적으로 밝히는 일은 용이하지 않으며, 오히려 조

정적 해결방식에 의하거나 교섭 등 자주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 더 신속하

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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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노조법과 권리분쟁 해결

1997년 노조법 개정 전에는, ① 우리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과 같은 별도의 쟁송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②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권리쟁의가 반드시 '재판'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권리쟁의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

을 두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쟁의’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려는 견

해가 유력했다.380)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법 개정 이후, 적어도 현행 법 해석과 관련해

서는 권리쟁의가 노동쟁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고 보는 견해가 많아졌다. 

물론 권리분쟁의 경우, 소송 등 사법적 권리구제의 길이 열려 있어 이

에 의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일반 민사관계에서도 최종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사법적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이 배제되는 것

은 아니며, 노사자치를 중시하는 노사관계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목

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에게는, ‘권리분쟁’에 관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나 기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

섭 또는 쟁의행위를 통한 자주적 해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면, 노동분

쟁 중 한 영역을 전면적으로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380) 최홍엽a, 앞의 글,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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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권리분쟁에서 유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논의는 크게 두 가

지 갈래로 전개된다. 

하나는 실정법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는 제5호의 노동쟁의 개념에서 유래하였고, 제5호에서는 노동쟁

의가 ‘이익분쟁’에 한정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쟁의행위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논리이다. 

다른 하나는 “권리분쟁에 관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통해 양보할 것을 강제하는 것

은 쟁의행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여 권리분쟁 본질을 문

제 삼는 것이다.381)

먼저 현행 노조법 조항에서 근거를 찾는 논리를 본다. 

앞서 제3장 제2절에서 본 것처럼 노동분쟁에는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이 

있는데, 현행 노조법 제2조 제5호가 ‘노동분쟁’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

인 ‘이익분쟁’만을 ‘노동쟁의’라고 이름 붙여 정의하고 있다. 제5장에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이 ‘노동쟁의’이라는 것은 분명

히 정하고 있지만(제53조 제1항) 나머지 노동분쟁, 그러니까 ‘권리분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쟁해결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금지된다는 것은 

381) 쟁의행위의 독자적인 성격을 부인하고 단체교섭에 강하게 종속시켜 수단적 

의미만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곧바로 권리분쟁 본질론과 쟁의행위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ⅰ) 권리분쟁은 본질상 그에 대한 단체교섭

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ⅱ) 단체교섭(대상)사항이 될 수 있는 것만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ⅲ) 권리분쟁은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삼단논법을 취하지만(김형배, 앞의 책, 1020면), 쟁의행위 목적이 

반드시 단체교섭 (대상)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제3장 제1절과 

제4장 제1절에서 보았으므로, 이 절에서 반복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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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정함이 없다. 

오히려 다른 조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노동분쟁에 대해서 ‘노동관

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제47조)’하거나 ‘노동관계 당사

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제49조)’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다음은, 권리분쟁의 본질상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통해 양보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쟁의행위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쟁의행위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단체행동권 보장의 취지’를 

의미할 것인데, 이는 노사가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

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에 있다. 즉 쟁의행위 (제도)는 자주적 해결 과정에서 대등한 힘(지

위)을 규범적으로 보완해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분쟁해결 제도’

인 것이다.382)

헌법이 보장한 분쟁해결 제도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분쟁이라

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만약 일정한 범

위의 분쟁을 그 해결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선험적으로 어떠한 분쟁해

결방법에 전속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거나 그 해결 대상에서 배타적으로 제

외하려면 합리적 이유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이익분쟁의 경우는 어느 한 편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판

정적 방법으로는 분쟁해결의 결론에 이르기 어렵다. 또한 권리분쟁을 쟁

382) 물론 노사분쟁의 자주적(자율적) 해결은 쟁의행위 보장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적인 분쟁해결기구(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도, 임의중재제도)

의 설치에 의한 자율적 해결방법도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이영희, 앞의 책,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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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행위 목적(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에서는, 먼저 권리

분쟁만을 사물관할의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원법(Arbeitsgerichtsgesetz, 

ArbGG)383)의 입법과 해석 과정에서, 일정한 범위의 노동분쟁(=권리분쟁)

에 관하여 노동법원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고, 이익분쟁은 그 대신에 별

도의 조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반면 우리 노동법제와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에서는, 노동분쟁 중 권리

분쟁에 관해 기본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나 제도가 없다. 노동위원회에 판

정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속관할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도 않다.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 소송이 특히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는 굳이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권리분쟁은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지를 밝히는 일이므로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없다”고도 하지만, 이는 사

실이 아니다. 다른 사적 권리분쟁 당사자들은, 재판을 진행하다가도 판정

적 해결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료하며, 그러한 결과는 분쟁의 

평화롭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예 

판정적 해결에 앞서 협상을 통해 조정에 이르는 것은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ADR)’이라고 하여 선진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장려되기도 한다. 제3

자가 개입하는 조정적 해결에 앞서 분쟁 당사자가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자주

적(자율적) 해결은 그보다 더 장려될 일이다. 노동분쟁이라고 하여 이러한 

원칙의 예외가 될 이유가 없다. 

결국 노동분쟁의 경우에만 ‘권리분쟁의 본질’을 이유로 자주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실정법 해석론으로서

383) 독일 노동법원법 제2조 판결절차에 대한 관할; 제3조 결정절차에 대한 관할; 

제3조 그 밖의 사건에 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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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논의는 논리적 

순서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서 출발해 거꾸로 권리분쟁이나 노동

분쟁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실재하는 ‘상태’인 ‘노동분쟁’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무관심하였다. 분쟁 유형과 내용, 그 성질에 

맞는 분쟁 해결방법을 검토한 후, 그 성질상 자주적 해결 방법이 부적합

한 것인지를 짚어가는 순로(順路) 대신,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을 좁히는 

것부터 출발하다 보니, 정작 무엇이 ‘권리분쟁’인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되고, 쟁의행위 목적과 직접적 연결점이 없고 노동분쟁 중 일부만을 

가리키는 ‘노동쟁의’ 규정을 근거로 삼거나, 명문으로 ‘권리분쟁’을 관할 

범위로 삼는 법률이 있는 나라의 논의를 그대로 옮기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러한 잘못된 논의를 근거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하겠다.  

제3절 사회정책이나 다른 사업장 노동관계 

1. 개요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만 허용된다는 논리는, 가장 먼

저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연대·동맹파업)’을 문제 삼는다. 

정치파업(political strike)은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정치적 주장의 시위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

의행위라고 정의되며,384) 주장 관철의 대상은 정부 또는 사회인데 파업에 

384) 김유성, 앞의 책, 224면 – 반면 임종률 교수는 “사용자에 대한 주장을 관철

하려는 파업을 경제파업이라고 부르고, 정부에 대한 주장을 관철하려는 파업

을 정치파업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순수하게 요구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정

의한다(임종률, 앞의 책, 240면). 독일에서도 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인

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한 논의도 있어 모두 7개의 학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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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손해는 그 주장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입는다는 데 그 특

징이 있다.385)

동정파업(sympathetic strike)386)은 파업 노동조합이 자신의 노사관계에서

의 요구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산업에

서의 쟁의(이하 ‘원쟁의’ 또는 ‘원파업’이라 함)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하는데,387)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원쟁

의의 목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파업과 유사성이 있다.388)

동정파업(연대파업)의 문제를 쟁의행위(특히 피케팅) 상대방의 문제로 

보거나 ‘직접 사용자 이외의 자에 대해 행하는 쟁의행위’의 문제로 다루

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피케팅, 보이콧 등 압력행위를 제3자에게 가하는 

것이어서 ‘쟁의행위 태양’의 문제이지, 목적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구분이 

필요하다.389)

쟁의행위를 통하여 관철하려고 하는 ‘주장’의 내용을 좁은 의미의 근로

(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 좁혀 보고, 쟁의행위 목적을 단체교섭(대상)사

항에 한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주장의 상대방이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

있다고 한다 [강희원, “이른바 ‘정치파업’과 우리 노동헌법”, 노동법연구 제28

호(2010년 상반기), 158면]. 
385) 임종률, 앞의 책, 240면 
386) ‘동정파업’이라는 용어보다 ‘지원파업’ 내지는 ‘연대파업(solidarity strike)’, ‘동

맹파업’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정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87) 김유성, 앞의 책, 226면 
388) 김유성, 위의 책, 226면
389) 西谷敏, 앞의 책, 501면은 “제2차 파업(secondary strike)은 다른 기업에서 벌어

지는 쟁의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다른 기업의 제품 불매·불사용

이라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요구를 지닌다는 점에서 동정파업과 구별된다”

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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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업참가자의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것도 아닌 쟁의행위는 인정될 여

지가 없을 것이지만, 실제 노사관계에서는 이러한 쟁의행위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논의되어 온 것이다.390)

그런데 현실에서 일률적으로 ‘정치파업’이라거나 ‘동정파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큼 그 성격이 분명한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다. 

일부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경영(권)사항과도 관계

가 있거나(예컨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에 

따른 당해 사업장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회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로는 파업참가자의 사용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예컨대 

지배주주가 같거나 계열사 또는 유사 공공기관)가 더 많다. 

그렇다면 ‘정치파업’ 또는 ‘동정파업’의 일정한 이념형을 상정한 후 그

에 대한 정당성을 획일적으로 논한 다음, 현실의 쟁의행위를 그 중 어느 

하나에 포섭하는 것보다는, 파업참가자의 직접적 근로조건 또는 파업참가

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쟁

의행위 전반을 검토대상으로 삼아, 그 목적의 정당성을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원칙론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2. 학설

1) 전면 부인론 (위법설)

390) ‘(사용자의)처분가능성’ 또는 ‘노동조건성’을 정당성 판단기준이 아니라 쟁의

행위의 개념요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처분가능성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쟁

의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다룬다–정인섭, 앞의 논문,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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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교수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타결하려는 임금·근로시

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노동쟁의)에서 자기 측 주장의 

관철수단으로 행사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유

지 내지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

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닌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은 노조법상 쟁의행위

가 아니다”라고 한다.391)

동정파업과 관련해서도 “자기의 사용자와 구체적 단체교섭이 전개되어 

있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기업 또는 사업장

의 쟁의행위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처분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392) 하갑래 교수도 “단체교섭 대상은 사용자에게 처분권

한이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동정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

는 입장이다.393)

2) 전면 인정론

정치파업에 관해서, 이영희 교수는 단체행동권의 보장 목적을 “근로자

들의 집단적 참여를 통한 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주의 확대”로 보고 정치

파업이나 동정파업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으로 보장된다고 하여 전면적 인

정론을 취한다.394)

391) 표현만 보면 쟁의행위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데, 개념론과 정당성론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 같은 책 1121면에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 
392) 김형배, 앞의 책, 1122면 
393) 하갑래, 앞의 책, 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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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과 관련해서도 일본에는 “현대에 이르러 한 기업에서의 근로조

건의 결정이 다른 기업에까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른 기업에

서의 쟁의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근로조건에 관

한 요구주장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

적으로 근로자로서 이른바 ‘계급적 연대의식’에만 근거한 예외적인 경우

가 아닌 한 동정파업은 정당하다”는 전면적 인정론이 있다고 하나,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395)

3) 한정적 인정론 (2분설)

김유성 교수는 “정치파업은 경제적 목적의 파업과는 달리 직접적인 근

로조건상 이익의 관철주장보다는 시정을 촉구하는 항의 내지는 요구사항

에 대한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한다면 그 정당성을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정치파

업 중 노동법과 관련된 입법적 요구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이와는 달리 전적으

로 정치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순수정치파업’의 경우는 쟁의행

위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396)

마찬가지로 동정파업에 관해서도 노사관계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법률상·사실상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정당성이 부인되지만, 동

394) 이영희, 앞의 책, 174면–김유성 교수는 이에 대해 “이는 단체행동권의 저항

권적 성격을 지적하는 정도의 의미일 뿐, 명시적으로 정치파업적법론을 취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고 한다(김유성, 앞의 책, 225면). 
395) 김유성, 위의 책, 227면
396) 김유성, 앞의 책,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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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산업에 속하는 다른 기업의 합리화정책에 수반되는 정리해고와 관련하

여 동종 산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를 초월하는 노동조

합 조직이 존재하거나 각 기업 간 근로조건 수준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용

자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처럼,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합관계·당해 산업의 

특성·사용자간의 결합관계 등에 비추어 노사관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397)

이병태 교수도 “근로조건 유지 개선은 반드시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의해서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리어 물가, 조세, 노동정

책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하면서,398) “어느 특정 

기업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 기업과 쟁의상태에 있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계열기업으로 밀착되고 근로자의 이동이 때때로 이루

어지는 경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다 같이 횡적 결합을 가지고 자신의 

사용자가 파업 중인 사업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정파업도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한다.399)

“기업의 총체로부터 근로자의 개인적 존엄을 방어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해 요구한다는 관점에 서서 단체행동권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박홍

규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400)

397) 김유성, 위의 책, 227면 
398) 이병태, 앞의 책, 313~314면 
399) 이병태, 앞의 책, 314면 
400) 박홍규, 앞의 책, 52면 – 동정파업에 관해서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현행 헌법에 의할 경우 인정설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정당성에 있어서는 경제적 정치파업의 경우와 같

이 그 대상사항 규모 태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쟁의행위 태양·수단과의 상관성을 언급하고 있어 전면적인 인정설

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387~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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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을 달리 보는 견해 

임종률 교수는 “쟁의권이 단체교섭을 촉진하거나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만 보장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도 근로조건은 입법이나 정책결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헌법 제

33조에서 쟁의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한 근로조건 향상은 단체교섭을 통

한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입법 등을 통한 근로조

건의 향상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여 경제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

한다.401)

그러나 “쟁의권 보장의 목적을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으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입법이나 정책결정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

도 현행 헌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정치파업에 적용되는 것에 불

과하다”고 하면서, “경제파업의 경우에는 언제나 단체교섭을 촉진하거나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정당성을 가지므로, 동정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402)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매우 엄

격하게 분리한다. 

이에 따르면 “동정파업의 주체가 지원 대상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관하

여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용자측에 단체교

섭을 요구하고 유리한 교섭결과를 쟁취하는 것이 다른 근로자를 실질적으

로 지원하는 길이고 또 자기 자신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길”이므로 

“동정파업 주체가 지원 대상 근로자와 조직적 결합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는 동정파업의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등장하면서 집단교섭·산업별 통

일교섭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403)

401) 임종률, 앞의 책, 241면 
402) 임종률, 위의 책,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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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사례 

1) ILO의 기준 

1994년 전문가위원회 일반조사보고서는 “성격상 순수하게 정치적인 파

업은 결사의 자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정

부가 채택한 정책이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의 정치적인 측면과 직업적인 측면을 구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고,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구성원

과 일반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주된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의 

흐름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파업행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

히 고용, 사회보호 및 생활수준의 문제가 그러하다”고 한다.404) 또한 “기

업의 집중, 경제의 세계화 및 작업 중심의 집중화(delocalization of work 

centres)로 나아가는 경향 때문에 동정파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

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구별기준(동정파업 개념의 명확한 정의, 이

러한 유형의 파업이 정당화되는 관계 등)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며, 본 위원회는 동정파업의 일반적 금지는 남용의 우려가 있으

며 근로자는 그들이 지지하는 제1차 파업 자체가 정당하다면 동정파업 행

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405)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쟁의행위 권리를 통해 방어하려고 

403) 임종률, 위의 책, 243면
404) General Survey, para. 165
405) General Survey, para.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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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업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은 더 좋은 근로조건이나 직업적 성격에 

다른 집단적 요구뿐 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들에 

관한 경제적·사회적 정책 문제들에도 미친다”고 하고,406)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직업적 이익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단체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나 

일반 노동자들에게 특히 고용과 사회적 보호, 그리고 삶의 수준의 측면에

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회적·경제적 정책 경향에 의해 제기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는 과정에서 쟁의행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407)고 하는가 하면, “순전히 정치적인 파업은 결사의 자유 원칙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항의파업, 특히 정부의 경제적·사회적 정책

을 비판하기 위한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2분론에 가까운 입

장이다.408) 거듭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경제·사회적인 목적에 

의한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하면서409) “정부 경제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노동의 결과에 항의하기 위한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

한 결사의 자유 위반”이라고 하며,410) 최저임금이나 물가·실업 관련 정책

에 관한 24시간 총파업이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여 쟁의행

위 수단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411)

406) Digest, para. 526-304th report case No. 1851 para. 280; 314th report case No. 

1787 para. 31; 320th report case No. 1865 para. 526; 326th report case No. 2094

para. 135; 331st report case No. 1937/2027 para. 104
407) Digest, para. 527-305th report case No. 1870 para. 143; 320th report case No. 

1865 para. 526 and case No. 2027 para. 876; 336th report case No. 2354 para.

682; 337th report case No. 2323 para. 1039
408) Digest, para. 529-300th report case No. 1777 para. 71; 305th report case No. 

1851 para. 280 and case No. 1863 para. 356; report case No. 1787 para. 31; 

320th report case No. 1865 para. 526; 333rd report case No. 2251 para. 985
409) Digest, para. 541–the 1996 Diget, para. 492
410) Digest, para. 542–the 1996 Diget, para.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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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정파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동정파업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남용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원쟁의가 적법하다면 

이를 지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412)

2) 독일

독일에서는 정치파업을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파업과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위파업으로 나누고, 전자에 대

해서는 정당성을 부인하고, 후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정당성을 부정하

지만, 국가의 조치가 직접적으로 기본권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근로조

건·경제조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노동법 개정이나 간병 휴

일제 도입, 협약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법률상 개방조항 등의 입법

을 둘러싸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만 견해가 나뉜다.413)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하급심 판결 중에

는 고용촉진법 제116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근로시간 중 시위에 참가한 행

위에 대하여 부정한 예가 있고, 연방노동법원은 이른바 [신문파업 사건]에

서 경영조직법 개정에 반대한 파업에 대하여 “피고용자의 요구를 입법자

가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파업은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

다.414) 또한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연방노동법원이 방론에서 정치파업 쟁의 유형은 위법하다고 한 적도 있

411) Digest, para. 543–the 1996 Diget, para. 494 
412) Digest, para. 534.-the 1996 Digest, para. 486; 303rd Report, Case No. 1810/1830, 

para. 61; 307th Report, Case No. 1898, para. 325; 320th Report, Case No. 1963, 

para. 235; 333rd Report, Case No. 2251, para. 985; and 338th Report, Case No. 

2326, para. 445
413) 이승욱b, 앞의 글, 61면 
414)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2011), 5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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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5)

한편 독일에서 동정파업은 원쟁의(주된 파업, Hauptstreik)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업을 말하며, 파업의 상대방이 

협약상 규율이 가능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

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416)

학설에서는 원쟁의가 정당하면, 동정파업도 정당하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고 하나, 연방노동법원은 “쟁의행위는 협약자치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서만 보장되고 허용되기 때문에 협약상 규율의 관철을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동정파업이 부당하다고 한다.417) 다만 예외적으로 동

정파업에 관련되는 사용자가 주된 파업에서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의 생산

을 인수하여 주된 노동행위에서 그 중립성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관련된 

사용자가 법적으로 독립하기는 하나 경제적으로는 주된 쟁의와 관련되는 

기업과 긴밀한 경제적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러한 기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그 사용자가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로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정파업도 가능하다고 한다.418)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모두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쟁의행

위도 산업분야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때 말하는 ‘다른 사용자’

는 사용자단체에 속하지 않는 동일 산업분야의 사용자와는 구별되어야 한

415) BAG v. 27. 6. 1989, EzA Nr.94 zu Art.9 GG Arbeitskampf – 김기선b, “독일

에서의 쟁의행위를 둘러싼 법률문제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불법쟁의행위의 

책임을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14년 4월호, 9면에서 재인용 
416) 이승욱b, 앞의 글, 62면 
417) BAG AP Nr.85 zu Art. 9 GG Arbeitskampf – 이승욱b, 위의 글, 62~63면에서 

재인용 
418) BAG AP Nr.85 zu Art. 9 GG Arbeitskampf – 이승욱b, 위의 글, 63면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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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별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파

업은 동일 산업분야의 사용자단체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확대

되어, 협약관련성과 처분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419)

3) 프랑스

프랑스에서 직업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또는 헌법

기관의 행위를 간섭하기 위한 정치파업은 특히 1950~60년대에 많이 발생

하였는데, 판례는 이러한 순수정치파업을 불법이라고 보았으나, 정부의 임

금동결정책에 반대하거나 최저임금·가족수당(사회보장제도) 인상, 근로시

간단축 등을 요구하는 파업과 같이 근로자들의 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 또는 근로자들의 

경제·사회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의 결정 내지 조치를 촉구하

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을 인정하였다.420) 비교적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정부의 퇴직연금 개정법안 제출에 항의하는 사탕 생산 기업의 파업이나 

마르세이유 경전철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에 관해서 프랑스 대법원은  

“근로조건과 상관이 있으며 사용자의 처분권한 유무는 파업의 적법성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다.421)

다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요구를 옹호·지지하기 위한 파업은 ‘외

부 연대파업(grève de solidarité externe)’이라고 부르며, 그 적법성 여부를 

‘직업적 요구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422) 즉 원칙적으로 파업근로

자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기업 근로자들의 직업적 요구를 지

419) 이승욱b, 위의 글, 63면 
420) 조용만a, 앞의 글, 115면 
421) 박제성b, 앞의 글, 181면
422) 조용만a, 앞의 글,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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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외부연대파업은 불법이지만 원파업과 연대파업 근로자들간에 

공통의 직업적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파업의 결과가 연대파업 근로

자들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통의 직업적 요구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423)

4) 영국

영국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노동분쟁(trade dispute)’ 개념을 정당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1982년 개정으로 종래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라고 되어 있던 TULRCA 제244조가 ‘노동

자와 그들의 사용자 사이(between workers and their employer)’으로 개정424)

된 이후, 정치파업은 주체와 목적, 두 가지 면에서 정당성이 부인되고 있

다. 

우선 적법한 분쟁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가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의 파업이라는 뜻의 정치적 파업이나 두 조합 사이

의 분쟁으로 유발된 파업(과거에는 흔했지만 현재는 드문), 또는 노동조합

과 분쟁에 관련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사용자 간의 파업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한다.425) 다음으로, 설사 적법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노

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423) 조용만a, 위의 글, 114면
424) 1982년 개정으로 바뀐 것은 크게 2가지인데, 먼저 분쟁의 당사자 범위가 ‘노

동자와 그 사용자 사이’로 좁아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분쟁이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connected with)”이었던 것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된(relate 

to wholly or mainly)”으로 축소된 것이다 – Huhg Collins, K. D. Ewing & 

Aileen McColagan, Labour Law–Text and Materials, Hart Publishing (2001), pp. 

896~897
425) Keith Ewing, 앞의 글,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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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정치파업’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426)

동정파업(sympathy action)은, 자신의 사용자가 분쟁 중인 사용자와 직접

적 경제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그 사용자의 거래처이거나 공급자일 

가능성이 큼), 노동자들이 행하는 쟁의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며,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직접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면에

서 ‘2차적 단체행동(secondary action)’의 하나로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동

정파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분쟁 중인 노동자들에게 연대를 표명하고, 

그 과정에서 그 파업 노동자들의 명분을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지만, 분

쟁 중인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

으며, 법원에서는 좀처럼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427)

5) 미국

미국 NLRA 제7조는 쟁의행위 목적을 단체교섭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

을 뿐 아니라 “단체교섭 또는 기타 상호부조 내지 상호보호를 위한 공동

행동에 가담할 권리”라고 하여 ‘단체교섭’과 별도로 ‘상호부조 내지 상호

보호(mutual aid or protection)’를 쟁의행위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쟁의행위 목적은 널리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면 ‘상호부조 내

지 상호보호’로서 NLRA 제7조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 범위는 직접 사용

자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과 고충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428) 다만 그러

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자 이익의 침해와 부담과 보호의 필요성

을 형량하는 접근을 하고 있고,429) 목적의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426) 조경배a, 앞의 글, 161~162면
427) Hugh Collins et al., op. cit., p. 905
428) 이승욱b, 앞의 글, 164면 
429) Seth Kupferberg, “Political strikes, labor law, and democratic rights”,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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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연방대법원 판결로는 1978년 Eastex 사건과 1982년 2건의 국제항운노련(

ILA : 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 사건이 주로 언급되는데, 

ⅰ) Eastex 사건은 공장 내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유인물을 배부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NLRA 제7조의 보호대상에 해당한

다”고 하면서 이익형량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그 유인물배부에 의해 

침해되는 사용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고, ⅱ) ILA v. Allied 

International, Inc 사건은 구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반대하여 러시아

에서 오는 화물의 하역을 거부한 사건으로 법원이 ‘2차 쟁의(secondary 

boycott)’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건이며, ⅲ) Jacksonville Bulk 

Terminals, Inc. v. ILA 사건은 역시 아프가니스탄 사건과 관련한 작업거부

에 대해 사용자가 가처분(injunction)을 신청한 사건으로, 노동분쟁(labor 

dispute)에 대한 가처분을 제한한 Norris-La Guardia Act가 노동자들의 동기

나 노동조합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에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하면서 

사용자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다. 

이들 판결의 입장을 종합하면, 정치적 동기에 따른 파업도 우선 NLRA 

제7조가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공동행동(concerted activity)에는 해당된다는 

것이며, 다만 그 행동이 고용관계의 맥락(employment context)에서 멀어질

수록,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클수록 그 보호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430)

미국에서 동정파업의 문제는 주로 ‘다른 사업장 노동조합의 피케팅 라

인을 존중하는 것(honoring/respecting picket line established elsewhere)’을 어

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로 논의된다.431) 일부 문헌에서 ‘같은 공장이나 

Law Review(1985. 6.), p. 691 
430) Ibid., p.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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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다른 교섭단위에 속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하여 하는 파업’이

라고 정의하기도 하지만,432)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인용하는 사건들은 모

두 다른 사업장 노조의 피케팅과 관련된 사건이다. 본디 파업참가자들의 

피켓라인이 정당하다면 그 라인을 존중하고 그 라인을 넘어 업무에 복귀

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파업 참가행위와 마찬가지로 NLRA 8(a)(1)의 공동

행동으로 인정되어 징계책임에서 면책되는데, 그 피켓 라인이 다른 회사

에서 쟁의행위로 이루어진 것일 때가 문제되는 것이다. 상당기간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상호 부조와 보호를 위한 것’에는 해당되지만 그것이 징

계책임까지 면책하는지에 관해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다가, 지금은 일단 

상호 부조와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대체근로 사용 등 자기보호를 위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등은 

균형의 관점, 즉 그러한 피켓라인을 존중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이익과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433)

한편 협약으로 평화의무 조항(no-strike clause)을 두는 경우에, 동정파업

(이 때에도 역시 다른 사업장의 피켓라인 존중을 말함)도 평화의무 조항

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상, 일반적 평화의무 조항만으로 동정파업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434)

431) Robert A. Gorman et al., op. cit., p. 616 
432) 51A C.J.S(Corpus Juris Secundum) Labor Relations § 506 – West 출판사가 펴

내는 웹 기반 법률 백과사전에 해당하는 이 웹사이트는 이러한 개념 정의의 

참고자료로 Mahon v. NLRB, 808 F.2d 1342(9th Cir. 1987)을 들고 있으나, 실

제 이 사건도 피케팅 라인 존중 사건이다. 
433) 하지만 NLRB가 사용자의 대체근로와 해고 등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반면 법

원은 이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많다 - Ibid., p. 618 : NLRB v. Browing-Ferris 

Indus., 700 F.2d 385(7th Cir. 1983), Business Services by Manpower, Inc. v. 

NLRB, 784 F.2d 442(2d Ci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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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일본에서는 정치파업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위법론, 적법론, 2분론 등의 견해가 있다.435)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일관되게 정당성을 부인하였고,436) 1992년에도 고

장 난 핵추진함의 항구 정박을 허용한 정부결정에 대해 항의 파업을 주도

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를 타당하다고 하면서, “헌법 제28조에는 근로자

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한 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지 않는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

다.437)

동정파업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특수성 때문에 현실에서 

동정파업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고,438) 법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

았지만,439) 학설상으로는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434) AFL-CIO v. NLRB, 826 F.2d 1283 (3d Cir., 1987)
435) 자세한 내용은 西谷敏, 앞의 책, 497~499면 
436) 대표적인 最高裁判所 판결로는 全農林警職法 사건 [1973. 4. 25. 昭和43

(あ)2780] 刑集27卷 4号 547면, 全遞中郵 사건 [1966. 10. 26. 昭和39(あ)296] 

刑集 20卷 8号 901면, 全司法安保六四 사건 [1969. 4. 2. 昭和41(あ)1129] 刑集

23卷 5号 685면 등이 있다. 
437) 三菱重工業 사건 最高裁判所 1992. 9. 25 平成4(オ)1310 労働判例 제618호 

14면 – 전일본조선기계 노동조합의 미쯔비시 중공업지부 나가사키 조선소 

분회의 조합간부들이 매일 30분에서 1시간가량, 조합원 243명에 대해 직장 이

탈을 지시하여 핵추진함 무츠가 사세보항에 입항한 것에 항의한 사건으로,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도 “사용자에 대한 경제적 지위 향상의 요청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 제28조의 보장

과는 무관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당 재판소의 판례”라고 하면서 

3~5일 출근정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내용과 평석은 柳沢

旭, “政治スト”, 別冊ジュリスト労働判例百選[第8版], 有斐閣(2009), 98~99면 
438) 한 학자는 “동정파업은 일본에서는 드물어, 이런 사건은 단지 상대적으로 오

래된 지방법원 판결에서만 발견된다”고 하였다. - 中窪裕也, 앞의 글,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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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학설은, 범위의 넓고 좁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정파업

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승인하고 있고,440) 심지어 단체교섭권 중심

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용자 상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 파업를 하

는 조합과 지원파업을 하는 조합이 원래의 쟁의문제에 대해서 단체교섭상 

통일적 또는 연대적으로 대처해 오는 등 요구하는 분쟁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정파업도 예외

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한다.441)

4. 판례

1)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이슈 관련 쟁의행위 

‘정치파업’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자체를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법원은 정부 정책이

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히는 경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대

체로 부정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건 판결442)은 “구속 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이 1

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

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였고,443) 1996년 노조법 날치기에 항의한 파업 사건에서

439) 三井鑛山 杵島炭鑛 사건 　(東京地判 1975. 10. 21. 昭和32(ワ)10282　労民集

26권 5호) 
440) 西谷敏, 앞의 책, 502면 
441) 菅野和夫, “同情スト”, 現代労働法講座 5권 83면
442)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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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

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

여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지고 있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정부를 상대로 집회 및 

시위를 통하여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

는 것은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당사

자인 사용자’ 즉 ‘상대방의 결격’을 이유로 정부에 대한 주장을 쟁의행위 

개념에서 제외하고 업무방해 죄책을 인정하였다.444)

또한 같은 노동법 개정 반대 파업에서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은 파업

에 대항하기 위한 휴업조치 후 노동위원회에 ‘휴업지불예외’ 신청을 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집단적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

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이 결정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인 노동관계법의 철폐

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휴

업(수당) 지불예외를 승인한 원심 판결을 인용하기도 하였다.445)

한편 호남석유화학 사건 판결446)은 교대근무자들이 각 8시간씩 파업

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을 징계면직한 것이 부당징

계인지를 다툰 사건인데, 1심 법원은 “주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

443) 다만 이 사건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구 노동쟁의

조정법 제47조, 제12조 제1항(찬반투표) 위반의 혐의가 무죄라고 하여 피고인

들의 상고도 받아들이고, 동시에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

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받

아들인 사건이다.
444)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865 판결
44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4280 판결
44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4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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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효화 및 재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

하기 위한 것이 아닌데다가, 그 상대방도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참가인회

사가 아닌 국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불법 쟁의행위”라고 하면서도, “비록 이 사건 파업이 사

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

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

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의 폐지 내지 재개정을 요구하

는 것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으로 보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고,447) 대

법원은 이러한 1심 법원 판시를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여 회사 내에

서 파업을 주도하고, 참가인 회사가 도입하려는 신인사제도에 반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서울 본사를 항의 방문함으로써 근무지를 이

탈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원고가 

주도한 위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

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

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 점”이라고 요약하면서 그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들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판결들은 모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징계에 관한 위 호남석유화학 사건 판결은 ‘정치 파업 이

분론’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448)449)

447) 서울행정법원 1999. 8. 19. 선고 98구19178 판결
448) 이에 대한 평석으로는 박제성d, “정치파업의 개념과 정당성”, 월간 노동법률 

2008년 9월호, 49면 
449) 오문완 교수는 호남석유화학 사건 을 평석하면서 “법원의 거의 모든 판결에

서 읽을 수 있는 법리는 법의 해석을 통해 판결을 도출하는 ‘법률요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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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 파업 사건 판결450)은 업무방해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

한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451) 몇 개월 후, 그 취지에 따라 목적의 정당

성으로부터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추단한 원심의 명백한 법리오해를 탓

하며 구성요건 해당성을 독립적으로 심리 판단할 것을 요청하여 파기 환

송하였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환송심 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노4033 판결이 전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고 재상고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2008. 7. 2.자 총파업의 경위와 그 

방법의 기습성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

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고 하여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또한 같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FTA 반대 파업에 대하여 법원

은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해석) → 법률효과(판결)’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 역의 방식 즉 결론을 내려

놓고 논리를 짜 맞추어 가는 ‘법률요건(법의 해석) ← 법률효과(판결)’ 방식”

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법의 해석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끊임없는 대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이미 소개한 바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판결 역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한다–오문완, “정치파업

의 정당성”, 노동법학 제35호(2010. 9.), 151~152면
45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도3566 판결, 재상고심-대법원 2013. 11. 28 선

고 2012도15108 판결–한편 같은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는 대법원 2011. 

10. 27. 선고한 2009도3390·2010도5961·2009도6260·2010도7733 판결 등이 있고, 

같은 파업 다른 사업장(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

3972 판결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서 

예측가능성을 부인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451)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2006년 철도 파업에 관

한 것으로 목적 정당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직권중재 회부 후 파업이어서 정

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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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을 때 그 주장을 관

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노조원들

로 하여금 FTA 체결 저지를 위한 근로제공 거부를 하게 한 것은 노조가 

정치활동의 하나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할 것을 목

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비록 관련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

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452)

그 밖에도 “군내버스의 완전공영제”를 주장한 장흥교통 사건 판결에

서는 “노사 간에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파업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이 있다.453)

한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를 위해 집

단 연가를 신청한 후 무단결근·조퇴를 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의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

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

업·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

된 임금·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

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청구인들의 집단연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접적으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452) 판시는 울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내용으로, 

상고심(대법원 2012. 4. 26. 선고 2009도3972 판결)에서는 상세한 언급 없이 그

대로 확정되었다. 
453)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 176 -

단하였다.454) 이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

로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8조455)에 관한 것이라는 특

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

라면 (정당성 판단이 아니라) 아예 쟁의행위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456)

2) 다른 사업장 노동관계 관련 쟁의행위 

우리 판례 중 직접 다른 사업장 노사관계에 관한 주장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사례는 많지 않고, 주된 쟁점이 되었다기보다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문제되는 여러 쟁점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몇몇 판결

이 있을 뿐이다. 

먼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지회가 신흥기업 등 8개 협력업체

들과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다가 그 중 한 업체인 진성기업의 여유인원 문

제를 계기로 신흥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잔업거부, 집단점거 농성 참여 등 

쟁의행위에 이른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457)과 서울고등법원458)은 “산업별 

454)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 결정
455) 교원노조법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

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6) 결론에 있어서는 검찰의 교원노조법 의율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부 언론은 이를 정치목적 파

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현재 민주

노총의 이라크 파병철회 투쟁 등 정치적 쟁의는 노조법이 보호하는 쟁의행위

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됐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쟁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단체협상의 대상을 넓히려 했던 노동계의 입장이 헌재에서 ‘불가’ 판정을 받

은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하였다. - 법률신문 2004. 7. 16. 자 
457) 서울행정법원 2006. 9. 19. 선고 2006구합133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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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교섭의 

결렬로 개별사용자의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각

선교섭이 기업별 교섭구조와 다를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산업

별 노동조합에 속하는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 내지 지부․지회 소속 조합

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의업체의 대각선교섭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신흥기업에서 진

행된 쟁의행위는 진성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

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신흥기업이 진성기업의 교섭결과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흥기업에서의 쟁의행위는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

향을 행사하려는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

여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459)은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쟁의행위가 단순한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수

긍할 수 없다”고 하여 파기환송 하였고,460) 파기 환송심에서는 동정파업

458) 서울고등법원 2007. 5. 11. 선고 2006구합13381 판결
459)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

10891 판결
460) 이 사건에서 더 큰 쟁점은 쟁의행위를 결정하는 이른바 ‘파업결정 단위’, 즉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단위가 사내하청지회 전체인지 아니면 개별 협력업체별

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사내하청지회에 소속된 조

합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그 조합원 과반

수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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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수의 목적이 병존하

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

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는 이른바 ‘공제의 공식’

을 언급한 다음, 진성기업의 여유인원 감축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

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동정파업인지 여부와 동정파업이 목적에서 있어

서 정당한 것인지에 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판단은 하지 않았고,461) 다

만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비롯하여 일부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

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다소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

고 하여 곧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

며,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고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만 하였다.462)

461) 정인섭 교수는 이 판결이 “배후에는, 다른 기업 문제에 대해서 파업하면 정

당성이 없다는 ‘원초적인 편견’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파업 결정 단위의 판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단위라는 개

념 도구를 통해서 ‘사내하청지회와 사내하청 기업들 사이의 전반적인 노동관

계’라는 개념을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공제의 공식’을 통해 판단함으로써 반대로 ‘사내하청

지회와 사내하청기업들 사이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기업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파업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만 그 파

업을 결정하는 단위는 다른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까지 포함된 단위일 수도 

있으며 그 이유는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셈”이라는 것이다–

정인섭b, 앞의 글,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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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노동조합 사건 항소심 판결463)에서는 사실관계 판단 부분에

서 다른 법인(주식회사 효성)의 파업 투쟁 지원을 위한 ‘동정파업’ 결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법원은 위 현대자동차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파업은 실질적인 주된 목적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일부 사

업장에 대한 휴업조치 및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은 구조조정에 반대

하여 전면적으로 이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서 정

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여 쟁의행위의 주된(실질적) 목적을 경영(권)

사항에 관한 것으로 확정하고 그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5. 고려 사항

1) 개념론과 정당성론 

다른 쟁점에서도 쟁의행위 ‘개념’ 및 ‘정당성’ 문제를 구분하지 않는 경

우가 많지만, ‘정치파업’에 관한 서술에서는 유난히 그러한 사례가 많다. 

결론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죄 성립과 같은 민형사 및 징계 책임이 인정

된다는 점에서 같은데, 경영(권)사항에 관한 논의에서보다 유독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쟁의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 

학설 뿐 아니라 판결례도 그렇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목적보다도 더 쟁의행위의 정당

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선입견이 문장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462) 파기환송심 : 서울고등법원 2009. 11. 10. 선고 2009누17942 판결–재상고 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696 판결(상고기각)로 확정
463) 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0558 판결-원·피고 쌍방 상고하였고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이 일부 파기환송하였으나, 상고이

유 중에는 동정파업 관련 쟁점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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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노조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은 ‘주장의 

관철’에서 주장이 무엇이 되는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쟁의행위 

개념에서부터 유독 정치파업만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2) ‘쟁의행위의 당사자’ 또는 ‘파업의 상대방’

노조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에 ‘상대방’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

고 있음464)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개정 반대 파업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

원은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라는 낯선 표현을 사용하면서 쟁의행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

3865 판결). 

‘(관철하려는) 주장의 상대방’이라면 모르지만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사용자’라는 말은 자칫 쟁의행위의 ‘주체’라고 오인되거나, 적어도 쟁의

행위가 마치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오도할 우려가 있

어 적절하지 않다. 그 배경에는 역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교섭의 상대방’ 또는 ‘협약의 당사자’에 대한 주

장만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노동조합 조직형태 또는 단체교섭 단위와의 관계 

산업별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는 외국(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노동조합이 산업단위로 구성되고 특히 단체교섭 자체가 

464) 박제성 박사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행하는 행위’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노

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행하는 행위’라는 식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라

고 표현한다.–박제성d, 앞의 글,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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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쟁의행위도 산업분야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실재를 달리하는 기업의 노동관계라고 하더라도 같은 노동

관계 안에서의 문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관계 또는 노동분

쟁’에 관한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일

부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나 사용자들의 비협조로 산별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야말로 동정파업의 문제가 전면화되는 것이다.

교섭이 산업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순수한 동정파업의 필요

성이나 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이른바 ‘동태적 사업 개념’론465)

외형상 별도의 법인 또는 별도의 사업체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466) ‘복

465) 박제성, 하청노동론, 퍼플(2018), 213면 이하–이에 따르면 ‘사업’ 개념은 본

래 추상적인데, 오늘날 사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사업의 경계를 확정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한편에서 사업의 분열 현상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그것의 동반물인 사업의 네트워크화 현상 속에서 누가 누구의 근로

자인지, 누가 누구의 사용자인지를 특정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태적 사업개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복수의 기업이 하

나의 사업을 구성하는 경우 뿐 아니라, 법인과 동일시되거나 법인의 하부 단

위를 가리키거나 또는 복수의 법인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한다. 
466) 박제성 박사는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이나, 별개의 법인이지만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 태광산업 사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이 “복수의 법인이 하

나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동태적 사업개념’을 명시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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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기업’ 심지어 ‘기업집단’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복수의 기업 중 한 곳의 노동자·(기업별) 노동조합이 다른 

한 곳의 노동관계 또는 복수 기업의 노동관계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 직접적인 노동분쟁이 다른 기업과 그 소속 노동

자·노동조합 사이에 생겼다고 하여, 그러한 노동분쟁에서 노동자 측 주장

을 관철 또는 지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

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순수한 의미의 

‘동정파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넓은 의미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 또는 

사회·경제적 이익(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소결

정치·동정파업에 관한 논의는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처분권한)’에서 출

발한다.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것이나 다른 사업장 노동관계

에 관한 것이 쟁의행위 목적이 되었을 때, 사용자는 그 목적에 관하여 아

무런 권한이 없는 제3자라는 것이다.467)

쟁의권 보장 취지가 단체교섭·단체협약을 통한 유리한 근로(계약)조건 

획득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현실적 단체교섭이 전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468)

그렇게까지 좁혀 보지 않아 현실적인 단체교섭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처분가능성조차 없는 경우까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

하는 견해는 많지 않다. 

한다–박제성, 위의 책, 222면
467) 임종률, 앞의 책, 241면 
468) 김형배, 앞의 책, 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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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쟁의권 보장의 일단면만 보거나, 독일의 법제와 논의들

을 받아들인 것일 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아니다. 예컨대 

‘직업상 요구’와 관련만 있다면 족하다는 프랑스에서는, 노동입법 반대파

업 뿐 아니라 민영화 반대파업도 모두 적법하다.469)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사회발전과 함께 계속 증가

하고 근로조건의 결정구조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국가역할에 증대되고 있고, 사업의 경계가 확대되거

나 반대로 분열되면서 다른 사업장 노동관계가 다른 사업장의 노동관계 

또는 복수 기업의 노동관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노동기본권의 근거인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광의로 해

석하고 사회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하면서,470) 단순히 근로(계약)조건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에 관련된 노동관계상

의 일체의 조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면,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이슈 

관련 쟁의행위나 다른 사업장 노동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한편, 이렇게 ‘근로조건’의 외연을 확장하여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469) Cass. soc., 23 oct. 2007, n° 06-17.802 :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파업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마

르세이유 교통 노조의 민영화 반대는) 사용자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파업에 해당한다(… la 

capacité de l'employeur à satisfaire les revendications des salariés est sans 

incidence sur la légitimité de la grève. Il a ainsi été jugé que le mouvement …

était fondé sur des revendications professionnelles et constituait une grève, même 

si leur employeur n'était pas en mesure de satisfaire ces revendications). 
470) 정인섭, 앞의 논문, 114~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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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인정하게 되면, 새삼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점에 고민이 생긴다. 특히 “주장 관철의 대상은 정부이면서

도 파업에 따른 손해는 그 주장에 대하여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입는다”

는 정치파업의 특수성에서 사용자의 처분가능성을 넘어선 파업으로 인한 

손해까지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이른

바 ‘봉변론’471)은, (비록 그것이 노동자의 노동조건 결정과정과 경제적 지

위향상에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인정

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면서

도 정치·동정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못하여 “경제적 정치파업의 경우

에는 근로자 측에 불리한 정책의 개선을 위한 것이어서 사용자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

안하면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형사책임의 감축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

다”고 하는 견해472)가 있다. 쟁의행위 정당성은 부인하면서 징계는 과중

하다고 본 위 호남석유화학 사건 판결(2000두4637)도 실질적으로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473)

하지만 이렇게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부정하면서 책임을 제한

하는 입론만으로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471) 西谷敏, 앞의 책, 498면 
472) 김동현,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2010), 

242면 
473) 박제성 박사는 “노조법 제2조 6호에 대한 관행화된 해석례를 충실히 따르고

자 하면서도 ‘성공한 정치 파업’(파업의 결과 노동법이 재개정됐으므로 이렇

게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을 마냥 불법으로 단죄하기 난처한 딜레마를 보여 

주는 판결”이라고도 평한다 – 박제성d, 앞의 글, 49면 



- 185 -

그러므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하면서 처분권한(가능성)

이 전혀 없는 사용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이론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다

시 두 가지 방향의 논리구성이 가능하다. ⅰ) 그 하나는, 정치파업은 그 

규모나 기간에 따라 근로자의 주장의 실현을 국가기관에 강요할 정도가 

되면 반사회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관철파업이 아니라 시위파업

에 그쳐야 정당하다고 하거나,474) 사용자에게 주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

법에 그쳐야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475)고 하는 식으로 수단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전체적(종합적) 정당성 판단’ 또는 ‘비교형량을 통한 

판단’476)을 하는 것이고, ⅱ) 다른 하나는 그 대상사항이나 규모, 태양, 기

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의 남용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해

야 한다477)고 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나 

474) 外尾建一, 労働団体法, 筑摩書房(1975), 423~424면 : 정치파업은 노동자의 정

치활동의 일형태로서, 노동자의 생활이익의 옹호라는 단결목적과 직접·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사용자의 업무저

해라는 형태를 갖기 때문에 대사용자 관계에서 면책적 효과를 어디까지 인정

할 것인가 문제되고, 그 수단·태양 등을 일체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결

국 쟁의행위 기간의 문제로 보고 “단기의, 정치적 의견 내지 항의 의사 표명”

이어야 한다고 한다.  
475) 임종률, 앞의 책, 241~242면 : 정치파업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2분설’을 취하

면서도, “권한 없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는 긴급피난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법의 기본원리이고 노동법이 이를 수정·폐

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정치파업은 사용자에게 주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즉 그 정치적 주장을 시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의 파업으로 그치는 방법이어야 전체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는 입장에서 “목적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방법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 것(김유성, 이병태, 권영성, 김철수)은 경제적 정치파업의 정치

파업으로서의 성질을 간과하거나 정치파업과 단순한 정치활동을 혼동한 것으

로 찬동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 
476) 오문완, 앞의 글, 155면 :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내려

지겠지만(판결 집적이 필요), 손해액 산정 문제, 인사권(해고권) 남용법리, 부

당노동행위 법리 등의 적용과 연계되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 186 -

태양에 따라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저임금이나 물

가·실업 관련 정책에 관한 파업이라도 24시간 총파업 정도에 그친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판

단478)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가 이를 목적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일단 쟁의

행위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그 전개 양상에 따라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판단의 시점과 논리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론 구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의 보장범위가 문제되

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서도 엄격한 4요건 판단 대신 종합적 판단을 

도입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고, 실용적으로 정치·동정파업 등 그동

안 목적의 정당성이 정면으로 문제되어 온 사례들에서 ‘쟁의행위 목적’의 

범위를 개방적으로 구성하고 대신 쟁의행위 양태를 함께 고려하는 유연한 

논리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의미가 있다. 

즉 이는 단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을 넘어서, 

그 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4가지 요건(주체, 목적, 수단·방법, 절차)의 엄격성을 해체함으로써, 

기본권 행사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추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므로, 적극

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법률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정리해고 4요

건에 관해 대법원이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

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

477) 박홍규, 앞의 책, 386면 : “경제적 정치파업에 대해서도 민형사법의 적용은 

제외되어야 하나, 그 상대방이 국가라는 이유에서 그 태양에 대한 제한이 문

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시위파업과 관철파업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

이 아니므로 그 대상사항이나 규모, 태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

체행동권의 남용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478) Digest, para. 543–the 1996 Digest, para.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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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

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고 하는 것에 견주어 보면 더욱 그렇다. 해고의 정당

성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권을 침해할 때에는 명문의 제한 요건을 무력화

하는 ‘종합적 판단’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단체행동권이라는 헌법상 기본

권 범위에 관한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서는 거꾸로 “주체, 목적, 수단·방

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균형에도 맞지 않

기 때문이다.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서야말로 이러한 ‘종합적 판단’이 필

요하다.479)

479) 다만 종합적 판단을 다른 쟁의행위 목적에도 확대할 수 있는지(또는 확대해

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나치게 최종 판단자인 법원의 재량을 인

정하게 될 우려는 없는지, 노동기본권 행사의 영역에 ‘권리남용’ 법리를 도입

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용만

b, “노동법에서의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노동법연구 제29호(2010년 

하반기), 1~35면; 도재형, “노동법에서의 권리남용 판례법리”, 노동법연구 제29

호(2010년 하반기), 37~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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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그동안 법원은 경영(권)사항, 권리분쟁, 정치·동정파업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 참가자들에 대한 민·형사

상 및 징계책임을 넓게 인정해 왔고, 일부 학설은 이를 당연시하였으며, 

정부는 그 논리를 인용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개입해 왔다. 과연 그러한 

판결과 행정, 이론은 타당한가. 이 논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자 하였다. 

결론을 미리 정하고 거꾸로 그에 맞는 이론을 구성하거나, 외국 이론을 

일방적으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노사관계 실무와 부합하면

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해석론의 ‘틀’이 필요했다. 

2. 해석론의 토대는 “우리 노동현실이 처한 고유한 조건”이 되어야 한

다. 쟁의행위 관련 제도는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노동법 관계 시

스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쟁의행위 정당성의 평가는 각국의 노사

관계와 법 시스템과 정합성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

리 법제에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와는 

노사관계 구성과 법제를 달리하는 다른 나라(특히 독일)에서의 논의가 아

니라, 다름 아닌 우리나라 헌법·법률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 규범적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

는지를 다루어야 하는 쟁의행위 목적에 대한 해석론은, 쟁의권를 왜 규범

적으로 인정하는가, 그 취지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 189 -

상반된 이해관계의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

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

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

결하게 함으로써, 결국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

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헌법

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 즉 쟁의권은 일차적으로는 분쟁

의 평화적 해결을,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3. 이러한 쟁의권 보장 취지를 고려하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 주장

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정당성의 개

념을 매우 개방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노동관계’는 근로(계약)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과

정(노무의 제공·수령)에서의 법률상·사실상 관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관

철’이라는 것 역시 그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을 목표로 삼지 않는 주장의 표명도 포함된다. 

예컨대 구조조정과 같이 사용자가 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서, ‘구

조조정 반대’는 노동관계의 주장이고, 이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이 그 주

장의 관철이지 교섭을 통한 협약 체결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될 이유가 없

고, 하물며 경영(권)사항이라거나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분쟁에 관한 것이

라거나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목적

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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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와 같은 기본 원칙 아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한 몇 가

지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1) 먼저 쟁의행위 목적을 단체교섭(대상)사항에 한정하는 논리는 노동기

본권 상호 관계를 단체교섭권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쟁의행위가 단체교섭

을 위해 보장된 것이라고 본다. 

단체행동권을 다른 노동기본권과 따로 떨어뜨려 보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체교섭권의 수단으로 보장한 것은 더욱 아니다. 노동기

본권 중 유독 단체교섭권에 ‘중핵적’ 지위를 부여하고 단체행동권을 그 

수단적 권리로 폄하하는 것은 논리 필연적이지도 않으며, 다른 이론적 근

거도 없다. 

현실 노동관계에서도,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는 사실 단체교섭에 응하

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그 내용대로 단체협

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사용자에게 무엇

인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다. 오직 쟁의권, 즉 ‘쟁의행위의 

가능성’만이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 압박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단체행동

권이야말로 노사관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전제로서 가

장 중핵적인 권리(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0헌바19 결정 위헌의견)

라고 할 수 있다. 

2)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근로 

‘계약’상 구체적인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논리도, 쟁

의행위 목적을 제한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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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취지는 자본

주의 체제에서 조직적·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

과 가치’를 누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

한 것이지, 단순히 유리한 계약조건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문구는 적어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광의로 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근로조건’이 단순히 근로(계약)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에 관련된 노동관계상의 일체의 조건’ 또는 ‘노동

과정의 실행조건’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면,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이

슈 관련 쟁의행위나 다른 사업장 노동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그 목적

의 정당성을 쉽사리 부인할 수는 없게 된다. 

3) 현행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노조법 제2조 제5호)을 단체교섭 대

상이나 쟁의행위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해석 역시, 쟁의행위 목

적을 제한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정의 규정을 비롯하여 노조법 어디에도 ‘노동쟁의’ 개념을 

곧바로 ‘쟁의행위’와 연결 고리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단체교섭(대상)

사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행정서비스로서 노동위원회 조정 

대상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제53조 제1항), 교섭대상이나 쟁의행위 

목적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볼 조항이 없다. 

따라서 ‘권리분쟁’에서 비롯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가는, 분쟁의 성

격과 다른 분쟁해결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쟁의행위가 바로 ‘(자주적) 분쟁해결’ 과정에

서 대등한 힘(지위)을 위해 규범적으로 보완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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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무릇, 어떠한 분쟁해결 제도의 대상에서 일정 범위의 분쟁을 

완전히 배제하려면 논리 필연적 이유나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

선 우리 법제에는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권리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주적·조정적 해결이 맞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결국 권리분쟁 해결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통한 자주적 해결을 배제할 합

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경영(권)사항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가장 자주, 심각하게 문제된다. 

단체행동권이 타인의 기본권, 특히 사용자의 경영권과 우선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 누구의 권리를 얼마나 후퇴시켜야 하는지는, 다른 기본권과 마

찬가지로 기본권 충돌의 법리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는 ‘경영권’의 정의와 요건(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

고, 다음으로는 단체행동권과 ‘경영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범 조화적으

로 해석해야 한다. 이 때 노동기본권의 대사인적 직접 효력은 노동기본권

이 보장된 목적·취지(노동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의 실질적 대등화와 노사

관계에 관한 노사자치 촉진 등)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되려면 그것이 

사용자 권리의 핵심적·본질적 부분인지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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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ke refers to the act of striking, sabotage, closure of work or other labor 

related parties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claim(Article 2(6)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objective of strike is the ‘claim’.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s in Korea on the objective of strike 

and tried to construct the interpretation theory which is consistent with 

Constitution, the law, and the labor relations practice but has logical 

consistency. In particular, I tried to contradict three broad views: (1) the 

objective of strike is limited to collective bargaining; (2) right dispute can 

not be a legitimate objective of strike; (3) the strike can only be justifi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f we look at the Korean law first, strictly speaking, there is no clause in 

tulraa  that stipulates a legitimate ‘objective’ of strike.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n order for a strike to be recognized as 

legitimate, their objective should be to promote collective bargaining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 the objectiv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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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bargaining is to establish the collective agreement”. It is not only 

the case but also the view that I see in the theory is considerable.

However the foundation of the view which Supreme Court and theories 

take, that the objective of strike is closely related to collective bargaining, is 

that hard. In other words, it is unreasonable to limit the legitimate objective 

of strike to the matter of collective bargaining.

Another problem is the logic that starts from the concept of ‘labor dispute’ 

and excludes rights disputes from the objective of strike. Although the terms 

‘labor dispute’ of Article 2(5) and 2(6) tulraa are not conceptually connected, 

there are many cases of interpretation in which the concept of strike 

originates from the concept of ‘labor dispute’. However, in detail, Article 2 

(5) of tulraa is not a definition of the whole labor dispute. The definition of 

a common labor dispute is close to the "disagreement of claims about labor 

relations" in Articles 47 and 49 of tulraa. The Act omit discussion on how 

to solve the whole labor dispute. It is true that it is necessary to find and 

find suitable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disputes, but it is only to resolve disputes efficiently, and to limit 

them to schemes or exclus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can not be done. 

Therefore, classifying labor disputes, and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should not regard any dispute resolution method (eg, judicial settlement) as 

having only good or absolute priority. Based on the definition of ‘labor 

dispute’, it is not appropriate to link specific labor disputes, that is, interests 

disputes, with the objective of strike. In order for any dispute settlement 

method to be unavailable or to recognize a kind of exclusive jurisdiction in 

any dispute resolution method, it is necessary to first star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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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ance of the actual dispute and need to find a reasonable justification. 

As in the case of labor disputes, the order of logic is reversed in order to 

use interim judgments that exclude certain labor disputes in order to arrive at 

the legitimacy of the objective of strike.

Finally, it is a discussion on ‘working conditions’ Article 33(1)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 view that the condition is limite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n employment contract. In interpreting this provision, however, the 

premise should be the gener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current state of functioning, and the collective awarenes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in the capitalist system and the reality of labor. 

Although we can not completely ignore the phrase ‘for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is phrase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basis for 

restricting the scope of basic labor rights.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re not limited to the scope of a specific objective but are guaranteed for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human life, so the objective of securing 

basic rights of labor should be judged primarily in relation to the objective 

of securing universal basic rights. Therefore, it should be interpreted not 

simply as an upward revision of the terms of the employment contract but as 

a broader concept of “improving the economic and social status in labor 

relations”. 

After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discussion, I have paid 

attention to the concept of ‘labor relations’ as an answer to what should be 

the objective of strike. It is a term from Article 2 (6), Articles 47 and 49 of  

tulraa. In relation to the objective of strike, ‘labor relations’ is defined as: i) 

individual work (contract)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work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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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s, ii)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union and  

employer, and (iii) other relations in the process of working at all. It 

encompasses ‘professional(economic) interests’ or ‘union relevance’ in other 

legislation or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dering the objectiv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right to strik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legitimacy of strike very openly as the object 

of the strie is just as “matters concerning labor relations”. If so, then there is 

no reason to be limited to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even to deny the 

legitimacy of the objective, either because it is about management disputes or 

a dispute that can be judiciously resolved. 

Key words : right to strike, objective of strike, legitimacy of strike, 

management prerogative, labor dispute, labor relations, political strike, 

sympathy strike

Student Number : 2009 - 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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