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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퇴직후대우에 관한 사항(이하 ‘퇴직후대우 조항’이라고 한

다.)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한 퇴직자의 ‘퇴직후대

우’에 관한 권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범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의무가 발생한다.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말하는데, 단체협약상의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단체협약이 종료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규범적 부분은 여전히 재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게 된다. 그러나 재직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재직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종료될 경우 퇴직자는 

여전히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퇴직후대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퇴직후대우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

시점에 단체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화체되기 때문이다. 또 단체협약의 ‘퇴직후대우 조항’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재직근로자에 대한 퇴직후대우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

다면 이때 기퇴직자의 퇴직후대우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퇴직자는 더 이상 

단체협약의 적용당사자가 아니므로 퇴직 후 단체협약의 갱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노사간에 ‘퇴직후대우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정하

기로 합의할 경우 기퇴직자의 퇴직후대우 내용은 변경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퇴직자가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누리는 혜택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한 채무적 

부분의 이행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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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단체협약1)으로 ‘근로자의 퇴직후대우에 관한 규정’(이하 ‘퇴직후대우 조항’이라

고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한 퇴직자의 ‘퇴직후대우’에 관한 

권리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규범과 같이 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채무이행의 의

무가 발생한다.2)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사항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3)에 관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둘째,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규범적 효력은 

상실된다.4) 셋째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단체협약은 

협약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5) 퇴직후

대우 조항은 근로관계의 단절 이후에 과거의 사용자와 퇴직자간에 권리의무를 정

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적용되는 통상

적인 조항들과는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다. 퇴직후대우 조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직후대우 조항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인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재직근로자가 아닌 

1)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는 임금영역에 한정된 임금협약, 임금

협정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노사합의서, 의사록확인서, 각서, 

고용안정합의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선희,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고려법학, 제5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년 6월), 343면.
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1), 145면. 영국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계약적 효력이 없는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가의 입법에 의한 규범적인 성질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김형배, “영국과 서독의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비교고찰”, 법률행

정논집, 제11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73), 138-139면.
3)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는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정한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재해보상, 안전보건, 인사․경영․후생

복리 등도 근로자의 대우나 근로조건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포함된다. 채용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병태, 노동법 (현암사, 

1998), 245면.
4)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9), 800-801면.
5)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제36조의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더라도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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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대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것이 요구되는데 퇴직후대우 조항의 대상자는 퇴직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퇴직자가 퇴직후대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

는데,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기퇴직자가 권익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단체협

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기퇴

직자의 권리내용도 변경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후대우 조항에 관한 규범적 해석을 통하여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II. 퇴직후대우 조항의 개념과 성격

1. 개념

‘퇴직후대우 조항’이란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의 퇴직 후의 대우를 정한 

부분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6) 제5조 

및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대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대우의 개념이 재직근로자의 대우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직근로자는 물론

이고 퇴직자의 대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의문이 생긴다. 넓게 보면 ‘퇴직후대우 

조항’은 근로자의 대우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대우를 

‘재직근로자의 대우’와 ‘퇴직자의 대우’로 세분해 본다면 ‘퇴직후대우 조항’은 

퇴직자에 대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퇴직자의 대우’는 ‘재직근로자의 대우’에 대립되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퇴직후대우 조항’은 노사간 단체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설정하게 된다. 동 조항을 설정하는 당시 이미 퇴직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여 동 조항의 신설 즉시 퇴직자에게 해당 권리를 부여하게 하는 수도 있고 

이와 달리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하여 두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339호 2010.06.04 개정.



164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4호 (2012. 12.)

시점에 해당 권리를 부여하게 하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이미 퇴직한 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는 형

태가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퇴직후대우’라 함은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의 보호 

기타 복리증진을 위하여 퇴직 후 특정시기 또는 특정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제

공되는 일체의 대우 및 지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퇴직후대우 조항’의 

예를 살펴보면 퇴직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퇴직자에게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것,7) 퇴직자에게 자동차구입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8) 퇴직자에게 

할인항공권을 지급하는 것9)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법적 성격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된 권리를 ‘기성의 권리’라고 하는데 대하여 권리

발생요건 중 일부분만이 발생하고 있고 남은 요건이 장차 실현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한다. 조건부권리, 기한부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10) 달리 말하면, 조건의 성취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당사자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를 ‘조건부권리’라고 하며 이른바 기대권 또는 

희망권의 일종에 해당한다. 기대권은 아직 확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일종의 권리로서 

보호된다. 그 소극적 보호로서 침해를 금지하며, 그 적극적 보호로서 보존이나 처

분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는 조건부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있다. 즉 조건부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편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11) 제148조). 조건부권리를 

 7) A유업은 회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에게 퇴직 후에도 매달 1백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종신연금제를 도입하였다. 연금의 재원은 100% 회사가 부담한다. 동아일보, 

제22853호, “모범사원 퇴직 후까지 파격대우”, 1995.5.14, 11면; 한겨례신문, “파스퇴르 

‘파격’ 종신연금”, 1994.8.9, 7면.

 8) B자동차의 경우,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자가 25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에 명예(평생)

사원증을 발급하며, 명예사원에게 차량구입시 23%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량구입은 2년마다 가능하다. B자동차, “장기근속자 예우규정” 참조.

 9) C항공사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항공기를 저렴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매년 일정횟수의 할인항공권을 제공하기로 합

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C항공사, “퇴직직원용 항공권 지급규정” 참조.
10)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5),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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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무효로 본다.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기한부권리에 준용된다

(민법 제154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기대권’12)에 해당한다. 재직근로자는 재직 중에 설정된 퇴직후대우 조항에 의하여 

‘퇴직’이라는 권리성립요건이 실현되면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건부권리를 가진다. 

이는 ‘미확정 기한부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13) 재직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이라는 권리성립요건이 실현되면서 퇴직후대우 조항에서 정한 권리를 취득한다. 

즉 퇴직 시점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기대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권리의 내용에 

따라 퇴직 시점에 확정된 권리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달을 요건으로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판례는 

퇴직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기대이익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퇴직금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장래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그 기대이익 상실로 보아 그 지급을 명하고 있다.14) 

III. 퇴직후대우 조항의 적용대상

1.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하였다면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동조

항의 내용이 적용될 것이다.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의 자격은 재직 중인 근로자이

어야만 하나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 외에 실업자, 해고자, 

퇴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업별 노조에서는 재직 중의 근

11) 민법 제11300호, 2012.2.10, 일부개정.
12)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

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665 판결).
13) 퇴직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불명확하므로 퇴직금채권은 

일정 기간의 경과(일반적으로 1년)를 발생 사유로 하여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이미 

발생하고 있지만 그 이행기가 퇴직이라는 불확정 기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628면.
14) 대법원 1969.10.23. 선고 69다1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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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아닌 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인 퇴직자는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서는 퇴직자가 조합원 자격을 보유할 수 없고 

조합원이 아닌 퇴직자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별 노조에서 재직 중의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단체

협약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에서 단체협약은 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므로15) 조합원의 신

분을 상실하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단체협약 체결 당시 기퇴직자는 

이미 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

체결 후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조합원인 근로자가 재직 중인 때에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퇴직함과 동시에 기업별 노조의 조합

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퇴직자에게 더 이상 단체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업별 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기퇴직자는 조합원이 아니며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도 아니다. 따라서 기업별 노조에서 단체협약으로 기퇴직자에 대한 권

리를 설정할 수 없다고 본다.16)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

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

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기고,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위와 같은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단체협약으로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다

고 하여도 단체협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단체협약의 

15)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16)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상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노사간에 기

퇴직자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노동조합, 사용

자, 퇴직자의 3자간의 계약이 되고 수권자인 퇴직자의 동의를 요한다. 이 경우 퇴직자는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119-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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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치지 않는다.17)

2. 초기업별 노조인 경우

초기업별 노조인 경우 실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재직근로자가 아닌 

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18) 초기업별 노조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조합

원에게 적용되므로 이미 퇴직한 자도 조합원 신분을 갖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인 퇴직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기업별 노조

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므로 기퇴직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보유할 수는 없지만 산별노조 또는 직종별, 일반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에

는 반드시 재직 중인 근로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퇴직자도 조합원의 자

격을 보유할 수 있다.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동조합은 실업자를 포함하는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초기업별 노조에서 조합원인 퇴직자의 권리를 설정하였다면 이는 유효

하다고 할 것이다.19) 

기퇴직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퇴직

자인 비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설정할 수 있겠는가? 기업별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

퇴직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면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비조합원인 

기퇴직자의 권리․의무를 직접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닌 퇴직자를 위한 권리․의무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다.20)

비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에 의하여 가능하다. 단체협약의 확장적 효력에는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노조법 제35조)과 지역단위의 지역적 구속력(노조법 

17) 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34073 판결.
18) 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19) 하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와 조합원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으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인 일부 조합원에게 한정

할 수 있는데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노사 합의로 정한다면 이는 

유효하며 조합원인 퇴직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20) 대법원은 “재취업약정은 노동조합이 공사측과의 사이에 전적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

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라고 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 재취업대상근로자간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를 인정

하고 있다(대법원 1994.9.30. 선고 94다9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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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재직 중인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 지역단위의 지역적 구속력은 당해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또한 근로관

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자는 조합원 여부와 상관없이 단

체협약의 확장적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IV. 단체협약상 퇴직후대우 조항의 효력

1. 퇴직후대우 조항과 규범적 부분

가. 규범적 부분의 내용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규제내용의 법적 효과에 따라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

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1)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말하고 채무적 부분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

이의 합의로 정한 채무이행의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을 말한다.22)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라 함은 근로계약상의 조건․약속사항 및 노동관계에 있어서 근로

자에 대한 대우를 말하며 개별적 근로관계 또는 근로계약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23)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서는 그 내용이 법규범과 같이 

21) 단체협약의 내용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외에 제도적 부분(조직적 부분)을 별

도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제도적 부분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일정한 경영

질서의 형성이나 경영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징계위원회․노사

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이병태, 전게서, 244면. 
22)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

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은 명백하지는 않으며 현행 노조

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평화의무조항, 유일교

섭단체조항, 조합활동에 관한 편의제공조항, 단체교섭의 절차 및 기타 규칙, 단결강제

(shop) 조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정한․

문무기․윤문희, 단체 약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13면.
23) 하갑래, 집단  노동 계법 (중앙경제사, 2010), 312면.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김형배, 전게서(2009), 759면. ‘근로조건 기타 근로

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반드시 전체 조합원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도 족하다고 본다. 강선희, “단체협약 효력의 

정당성 기초와 내용”, 박사학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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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한다.24) 규범적 효력은 강행적 

효력과 직률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노조법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

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제33조 제1항).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조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직률적 효력이라고 한다. 직률적 효력에 따라 단체협약상 권리와 의무는 개별 근로

계약당사자의 법적 관계에 직접 적용되므로 개별 근로관계의 당사자는 협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바로 청구권을 갖게 된다.25)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계약상의 조건 내지 약속

사항이며 ‘기타 근로자의 대우’란 노동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그 밖의 경제적 대우를 

말한다.26)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임금체계, 임금의 지급시기․

장소․방법, 퇴직금, 근로시간의 종류․내용․배분․실시방법․교대제, 휴게․

휴일․휴가, 안전․위생․보건․재해보상, 근무장소․작업량 등 작업환경, 복지후생, 

교육훈련, 기타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된다.27) 채용

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해고 또는 퇴직은 재직 중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8) 

나. 규범적 부분 해당여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의 의미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의 개념에 ‘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의 의미를 한

24)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로 계약설, 자치법설, 수권설 등이 있으나 수권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이병태, 전게서, 251면.
25) 영국에 있어서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계약에 편입되는 것은 개별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반대의사가 없는 한 그 효력범위 내에 있는 개별적 근로계약에 단체협약의 

조건이 편입된다는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Gaylor, The Legal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 in Great Britain (in Proceedings of New York University Six Annual Conference 

on Labour, 1953), p. 147. 김형배, 전게논문(1973), 143면에서 재인용. 
26) 菅野和夫, 日本勞動法, 이정 역 (법문사, 2007), 521면.
27) 하갑래, 전게서, 270면.
28) 김형배, 전게서 (2009),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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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

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 제1조와 제2조 제4호

에서 노조법 및 노동조합의 존립목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별도의 개념으로 보아 노동3권의 행사목적이 근로조건29) 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두 개념은 분리된 독립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고 하나의 기능적 

일체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30) 따라서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라 함은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31) 노동관계와 무관한 근로자의 일

반적인 경제적․사회적 지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

라서 단체교섭권의 행사목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외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2) 

퇴직후대우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삶에 관한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더 이상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다. 이 때문에 퇴직후대우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퇴직후대우 조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29) ‘근로조건’이라고 함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안전시설과 위생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을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7), 584면. 판례는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

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

19210 판결).
30) Säcker/Oetker, Grundlagen und Grenzen der Tarifautonomie(1992), S.43. 김형배, 전게서 

(2009), 125면에서 재인용. 노조법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외에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위법에서 헌법의 규정취지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보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1) Gamillscheg, Kollecktives ArbR, Bd. I, S.219. 김형배, 전게서(2009), 125면에서 재인용.
32) 노조법 제5조에 의하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하고 있어 단체교섭의 대상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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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근로자의 의미는 반드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해고자, 

퇴직자, 실업자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반드시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퇴직자도 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본다. 즉 근로자의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사항은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자의 대

우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체협약 내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을 규범적 부분이

라고 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대우인지? 아니면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우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생각건대,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임금후불설의 입장에 

따르면33) 퇴직금은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 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관계존속 중에 갖게 되지만 

그 이행기는 퇴직시점이다. 퇴직금지급의무는 근로관계 종료시점에 발생한다. 그

리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

계의 존재가 요구된다.34) 퇴직금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퇴직금은 ‘퇴직자에 

대한 대우’로 볼 것은 아니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대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퇴직후대우 조항을 퇴직금제도와 비교해보면 그 지급시기․지급내용 등에서 차이가 

날 뿐 근속 중에 기대권이 형성되고 이행기에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의 규범

적 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퇴직금지급의무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사항’과 다를 

바 없어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되는 한, 퇴직

금제도 또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와 다수설은 퇴직

금은 근속기간 중 기업에의 공로를 보상하거나 퇴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

33)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 공로보상설, 임금후불설, 생활보장설이 있다. 초기의 

학설은 생활보장설이 유력하였으나 현재 다수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지급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퇴직 후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임금후불설이 타당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다. 김형배, 전게서(2009), 617면.
34) 상게서, 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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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거나 재직 중의 임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한다.35)

퇴직금제도의 설정 취지나 목적의 측면에서 퇴직후대우 조항과 비교하여 보면 

그 법적 성질이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직 중의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중점을 두고 재직 중에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의 

대우를 정함에 있어서 많은 양보를 하고 퇴직 후 이에 관한 보상을 받는다는 차

원에서 단체협약으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퇴직후

대우 조항을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와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퇴직후대우 조항은 재직근로자가 재직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 그 밖에 

대우를 정함에 있어서 양보한 것에 대한 보상책으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또 이와 달리 재직 중의 근로조건의 양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중의 기업에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위

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퇴직후대우 조항과 퇴직금제도는 법적 성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경영상의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위하여 경영정상화 이후 

신규인력 채용시에 퇴직자를 우선고용하기로 하는 ‘우선재고용’에 관한 사항을 노사 

간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재고용’에 관한 합의는 해고의 조건이자 해고

자의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고의 조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대

법원은 인사권의 제약에 관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있다.36) 비록 채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고의 조건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선재고용’은 근로

조건을 정한 것이나 그 권리의 실현은 퇴직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퇴직자 

대우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7) ‘우선재고용’은 ‘퇴직후대우’의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제도 및 ‘우선재고용합의, 

퇴직후대우조항 등에 의한 권리관계는 그 권리의 내용 및 실현시기에 있어서 차

이가 발생할 뿐 ‘퇴직’이라는 권리성립요건이 실현되면 그 권리를 취득하는 조건

부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퇴직금제도 및 ‘우선재고용’에 관한 사항‘이 근로조건 

35) 임종률, 전게서 (2011), 529면.
36)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13189,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37) 재채용조항에서 비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규범

적 부분으로는 협약할 수 없고 채무적 부분으로는 협약할 수 있다고 한다. 정기남,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노동법학, 제3권 (한국노동법학회, 1991),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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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이와 유사한 권리관계를 정한 ‘퇴직후대우’

에 관한 사항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38)

2. 퇴직후대우 조항의 규범적 효력

가. 여후효에 관한 논의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취소, 해지, 협약당사자의 

변경과 소멸 등이 있다.39)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법적 지위

가 변경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종료된다.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조합원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협약당사자의 일방의 법적 지위가 소멸됨으로써 단체협약은 종료

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는 단체협

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단체협약의 종료로 인하여 무협약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었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근로관계

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여후효’에 

관한 문제이다.40) 독일은 단체협약의 여후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학설은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단체협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

해서는 이론이 없다. 즉 단체협약 자체의 여후효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단체

협약은 그 종료로 그것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든 협약당사자만

을 구속하는 채무적 부분이든 모두 실효하게 된다. 즉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단

체협약은 종료함으로써 모든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에는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후효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의 종료 

후에 이에 의해 규율되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38) 같은 견해: 경영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우선재고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해고의 조건’으로서 경영해고의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으로서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사항은 의

무교섭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그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된다. 피용호, “경영해고의 단체교섭대상 여부”,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686면.
39) 임종률, 전게서 (2011), 170면.
40)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이 종료된 때에 채무적 효력은 발생근거를 

잃게 된다. 그러나 협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 노사관계를 규율하여 왔던 

사실로서의 관행은 이후의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을형,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의 효력”, 재산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7),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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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필요하다.41)

단체협약의 내용은 강행적․직률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단체협약의 종료 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

견이 없다. 다만 단체협약의 직률적 효력에 의해 단체협약의 내용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가에 있어서 ‘내용화체설’과 ‘외부규율설’의 학설대립이 

있다. 내용화체설은 단체협약의 기준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본다.42) 외부규율설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하나의 규범으로 외부에서 

근로계약을 규율하는데 지나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기준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

지는 않는다고 한다.43) 외부규율설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계약의 일종인 

단체협약의 일정한 부분에 노조법이 특별히 부여한 독특한 법규범적 효력이므로 

근로계약에 대해 우월적이면서 외재적으로 이를 규율한다고 한다.44) 독일의 경우 

내용화체설과 외부규율설 간의 심한 논쟁이 있었으나 1949년 단체협약법 제4조 

제5항에 “단체협약의 만료 이후 그 법규범은 다른 협정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여 여후효(Nachwirkung)를 명문화함으로써 논쟁을 종식시켰다.45) 

일본의 경우 단체협약 실효 후 협약내용의 존속여부에 관하여 외부규율설과 내용

화체설이 있는데 외부규율설이 다수설이다.46) 외부규율설은 이미 단체협약이 실

효된 경우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화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47)도 내용

41) 김유성, 노동법 II (법문사, 1997), 205면; 김형배, 전게서(2009), 800면;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9), 171면. 
42) 화체설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의 내용은 근로계약관계의 내용을 형성․변경시

키는 것이므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마치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가 그러한 내용에 

합의한 것과 같이 근로관계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고 본다. 김형배, 전게서 (2009), 

512면.
43) 이병태, 전게서, 254면.
44) 강선희,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와 새로운 대안의 모색”, 산업 계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10), 73면. ILO 단체협약에 관한 제91호 권고(1951년) 제3조 제2항

에 “단체협약에 반하는 고용계약의 규정은 무효로 간주하고, 자동적으로 단체협약의 

해당 규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45) 상게논문, 69면.
46) 盛誠吾, 労働法総論․労使関係法 (新世社, 2000), 339-370면.
47)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

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근로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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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퇴직후대우 조항의 효력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협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강행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

지지만 단체협약의 종료 후에는 채권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소멸 

후에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한 별단의 

합의가 가능하다.48)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유효기간 동안’ 협약당사자인 노

동조합의 조합원과 사용자에 대하여 미친다.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노동조합으

로부터 제명된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으로 정한 기준이 이미 개인의 근로조건으로 

화체되어 효력을 미친다.49) 단체협약에 퇴직후대우 조항이 정하여져 있고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 보면,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자에게 규범적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자에 대한 대우는 단체협약의 

종료시점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법적 근거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용화체설에 따를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별적 

근로조건으로 화체됨으로써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고 퇴직자는 화체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그 권리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적 

합의로 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만 발생하고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관해서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

적 부분인지에 따라 그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50) 

앞에서 논하였듯이 퇴직후대우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이와 달리 노사간에 퇴직후대우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강행적 규정이

어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채무적 효력을 갖는 것

으로 약정할 수 없다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법에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51758 판결).
48) Söllner/Waltermann, Grundriß, §16 Rn.396. 김형배, 전게서 (2009), 800면에서 재인용.
49) 하갑래, 전게서, 314면.
50)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규범적 부분 또는 채무적 부분으로 획일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곤란하다. 협약당사자의 의욕에 따라 혹은 협약에 대한 의사해석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규정이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 그 효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선희, 

전게박사학위논문,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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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두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와의 대등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별근로계약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으로부터 약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

호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 근로

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

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로 하는 규범적 효력이 적용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체협약으로 노사간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

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충실하고 노사

당사자가 대등한 교섭의 주체임을 전제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노사자치주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만약 노사간에 퇴직후대우 조항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할 것으로 합의

한다면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퇴직후대우 조

항은 개별근로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채무적 효력만 발생한다. 퇴직자의 조합원신분 상실로 단체협약이 종료되면 노동

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51) 노조

법 제92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이

루어지도록 하고 있다.52) 체결된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주로 규범적 부분이 해당된다.5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사간에 특

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퇴직후대우 조항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후대우 조항을 불이행할 경우 노조법 제92조에서 정한 단

체협약의 위반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1) 재채용에 관한 조항은 채무적 부분에 속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인사에 관한 조직규범의 일종으로 직접 이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받아야 할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체결의 청구권을 발생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片岡曻, 노동법, 

송강직 역 (삼지원, 1995), 255면.
52) 노조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지

급액, 지급사유, 구성항목, 계산방법․절차․시기, 지급대상 등의 근로조건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53) 김형배, 전게서 (2009), 7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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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협약의 변경과 퇴직후대우 조항

가. 단체협약의 변경과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한 취지는 노동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하므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

어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이다.54) 기업의 경영상태는 수시로 변화한다. 경영상

태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 기업이 경영상태가 좋을 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수준을 상향시켜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게 하고 기

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때에는 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악화된 경영난을 극복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55) 단

체협약에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기업의 사정과 현실의 변화에 유

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단체협약으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하

였다면 그에 관한 권리의 법적 효력은 재직 중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의 

신분이 된 후에 발생한다. 퇴직자는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자

는 기업의 경영상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별 관심도 없을 것이다.

퇴직후대우 조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자는 퇴직 후에 

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다. 퇴직자는 더 이상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 이후에 단체협약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단체협약으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둔 후 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근로자의 복지부문의 지출감소의 일환으로 단체협약의 퇴직후대우 조항을 변경한

다고 하더라도 퇴직후대우 조항에 의하여 발생한 퇴직자의 권리는 이미 기득권으

로 전환되어 버린 상태이고56) 또 퇴직자는 더 이상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

54) 프랑스는 기간의 정합이 없는 협약도 유효하고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 최고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고(노동법전 L.132-6조),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최고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5조), 독일은 단체협약의 기간에 관한 명시적 입법규정은 없고 단

체협약은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긴 기본협약과 통상 1년간 유효하고 주요한 근로조건

(임금․근로시간 등)을 규정하는 일반협약으로 구분한다.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

회, 노사 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3), 31-32면.
55)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하여 행

하여질 수 없다. 노병호,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31면.
56)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

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9.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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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퇴직자가 갖는 권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퇴직자는 이미 퇴직한 신분이

므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퇴직후대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간에 퇴직후대우에 

관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지만 유동적인 기업사정과 환경변화의 특성이 전혀 반

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과연 단체협약으로 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기업경영상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단체협약의 퇴직후대우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합의57)하는 경우에는 근

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적용상태가 종료되어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한 

개별적 권리는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퇴직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한 

채무적 부분의 이행의 결과로서 간접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근

로자의 퇴직 후 단체협약상의 퇴직후대우 조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단체협약

의 내용이 퇴직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퇴직자는 직접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후대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합의한 채무적 부분의 이행의 결과로 인하여 퇴직자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58)

나. 규범적 부분의 변경과 효력의 한계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99다67536 판결).
57) ‘퇴직후대우 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3조의 규범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채무적 부분으

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
58) 독일에서는 전종업원 또는 일부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어떤 보호조

치나 배려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연대적 규범’이라고 하며 이 연대적 규범의 내용을 

경영의 시설 및 설비, 사고방지, 위생․보건에 관한 조치, 휴양소 및 기내식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사용자는 이 연대적 규범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의무로서 협약 내에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형배, 전게논문,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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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

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59)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불리하든 유리하든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에게는 변경

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미 개인의 권리로 확정된 기득권(확정

된 임금채권 등)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의 변경내용이 적용

되지 않는다.60) 

기업사정의 변경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퇴직후대우 조항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퇴직후대우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퇴직후대우 조

항은 재직 중에는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고 퇴직시점에 권리가 확정되게 되므로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재직근로자의 퇴직후대우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 

결과, 재직근로자에게는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 즉, 변경된 퇴직후대우 조항이 

즉시 적용되고 퇴직 시에 변경된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재직근로자의 경우와는 

달리,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하여 퇴직후대우 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 

전 이미 퇴직한 자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자. 단체협약의 변경 전 기

퇴직자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인 퇴직후대우 

조항에서 정한 권리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채권법적 효력을 

갖는다.61) 단체협약 변경 전의 기퇴직자에게는 단체협약 변경 전의 내용 즉, 당해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시점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

로 화체되므로 단체협약 변경 전의 퇴직후대우 조항으로 정한 권리가 계속 유지

된다. 다시 말하면 단체협약상의 퇴직후대우 조항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

변경 전의 기퇴직자는 더 이상 변경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자 자신의 기득의 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협약변경 

59)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60) 확정된 임금채권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 포기할 수 없다(日․

東京高判 1985.1.16. 勞判 355 34).
61) 그러나 단체협약은 협약에 구속된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접적이고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채권법적인 계약과는 다른 점이 

있다. 강선희, 전게논문 “단체협약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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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기퇴직자의 퇴직후대우 조항에 근거한 권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제3자를 계약방식에 의하거나 사용자와 퇴직자 간 개별계약을 통하거나 노동조합이 

퇴직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 기퇴직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퇴직자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갖

추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기퇴직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퇴직자는 조합

원자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퇴직자를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할 수 없다. 조합원이 아닌 퇴직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사간에 퇴

직자의 권리를 소멸 또는 처분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무효이다.62)

V. 단체협약이 아닌 타규범의 경우의 효력

퇴직후대우 조항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 그 계약에 근거

하여 채권자인 퇴직자는 퇴직자의 대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인 

사용자는 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하였다면 취업규칙의 강행적․보충적 효력(규범적 효력)63)에 의하여 그 취업규칙

으로 정한 기준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취업규칙에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퇴직 시 비록 취업규칙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취업규칙의 법규범적 성질 또는 계약적 성질에 의하여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사용자는 직접 퇴직자에 대하여 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합의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하였다면 그 권리의 법적 

효과는 어떠할지에 관하여 보자.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사용자와 모든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며64)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65) 의결사항의 이행의무자나 

62)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2001), 178면.
63)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이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강행적 효력) 무효가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보

충적 효력)는 것을 말한다.
6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339호 2010.06.04. 제24조.
65) 위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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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의 수규자는 전체근로자와 사용자가 된다고 본다.66) 의결사항으로 법정

되고 있는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복지

시설의 설치와 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등의 의결사항들은 그 성질상 

근로자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의결사항은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한다는 관점에서 규정된 사항들이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노동법체계 전체의 질서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이나 취업규칙은 물론 단체협약에 대하여도 우선할 수는 없으며,67) 현행법상으로는 

노사협의회 의결의 실효성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의 적용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될 뿐이며, 의결사항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나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합의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한 경우 퇴직자는 사용자의 노사합의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그 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는 노사합의에 근거

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나 사법상의 채무에 기한 이행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실제로는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의 법적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합의가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한 것이라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68) 이때 노사합의사항은 반드시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합의서, 확인서 등 어떤 것이라

도 무방하다.69) 따라서 퇴직후대우 조항에 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이

66) 김형배, 전게서(2009), 1002면.
67) 노동부 질의회시, 노사68130-282, ’94.10.15.
68)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

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

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

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

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69) 임종률, 전게서 (2011),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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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더라도 그 실질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규범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VI. 결  론

퇴직후대우 조항은 일종의 기대권에 속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퇴직후대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 근로자대

표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

교섭 결과인 단체협약으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할 때는 개별당사자간의 순수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취업규칙에서 퇴직후대우 조항을 정한 경우 취업규칙의 

규범적 효력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개별 당사자간의 계약과 다름이 

없게 된다. 단체협약의 경우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발생

하고 그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보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퇴직후대우 

조항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퇴직자 대우에 관한 사항은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경우 추후 단체협약상의 그 내용이 변경될 때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후

대우에 관한 권리내용은 변경되지만, 그 단체협약 변경 전에 이미 퇴직한 자의 대우에 

관한 권리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퇴직 당시에 정하여진 내용의 적용을 받는다.

노사간에 단체협약상의 퇴직후대우 조항을 채무적 부분으로 정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써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내용

으로 될 수 없고 단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계약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퇴직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계약이행의 결과로써 간접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추후 단체협약상의 

그 내용이 변경될 때 그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단체협약 변경 전에 

이미 퇴직한 자의 대우에 관한 권리도 변경된다.

투고일 2012. 11. 7     심사완료일 2012. 11. 28     게재확정일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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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Effec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Concerning 

the Treatment after Retirement

Jung, Myung-Hyun*

70)

A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defines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of an in-

dividual employer and a retiree.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is distinguished 

from the general individual labor contract being applied during the labor contract 

period.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can be established by an individual contract 

of employ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can be also established by a individual contract of employment, work 

rules, a Labor-Management Council or a collective agreement. The one established 

on those norm can be different from the other on those norm in terms of the legal 

effect. In case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belongs 

to the a normative par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The normative part of the col-

lective agreement goes into the normative effect and the normative part is converted 

into the individual contract of employment when the collective agreement is terminated. 

In that case, of which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does not belongs to the normative part, it belongs to the obligational part of the 

agreement which has no the normative effect. It can regulate only the collective parties 

to the agreement and it can not regulate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 of an individual 

employer and employees. A retiree enjoys the rights as a result of fulfillment of the 

agreement but he cannot assert his rights of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to 

the employer directly. When the collective agreement is changed, the retiree’s rights 

of the treatment clause after retirement is influenced by whether the clause belongs 

to the normative part of the agreement or the obligational part.

Keywords: Treatment after Retirement, Working Condition, Treatment of Worker, 

Collective Agreement, Norma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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