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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雇傭契約에 있어서 雇傭期間에 관한 제문제*

1)

南 孝 淳**

Ⅰ. 序論

우리 民法은 雇傭期間에 관하여 여러 규정(제659조 내지 제663조)을 두고 

있는데, 그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民法은 雇傭契約
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제659조, 제661조, 제662조, 제663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제660조)로 나누어 그 雇傭期間을 규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雇傭期間에는 확정기간, 최장기간, 최단기간이 있는

바, 확정기간이 위 규정들상의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러나 최단기간 또는 최장기간도 위 규정들상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는 문언만

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雇傭期間의 의미가 동일하
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바, 각 규정상의 雇傭期間이 구체적으로 어떠

한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民法 제660조 제3항의 보수를 

정하는 기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본조 제3항의 기간이 과연 

최단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해석론이 대립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반사

적으로 제1항의 雇傭期間의 의미가 달라진다. 셋째, 民法 제659는 雇傭期間이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의 기간에 대한 약정 자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이

다. 즉, 3년이 경과한 후 解止權이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雇傭契約은 기간

약정이 유효한 雇傭契約으로 존속하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

으로 존속하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民法 제659조에 해당하는 勤勞基

準法 제23조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바, 그것이 民法의 제659조의 

* 이 論文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7년 자유공모과제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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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의문이다. 넷째, 民法 제662조는 고용기간의 만

료시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는바, 묵시의 갱신은 법정최장기간(3년)을 위

반하는 雇傭契約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갱신된 雇傭契約의 雇傭期間은 

종전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본조 제3항이 제660조를 원용하고 있는바와 같

이 雇傭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존속하는지가 문제이다.

한편 勤勞基準法도 勤勞期間에 대하여 여러 규정(제21조, 제23조, 제27조, 
제27조의2)을 두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民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勤勞期

間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 勤勞基準法은 民法 제659조 내지 제662조

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勤勞基準法(제23조)은 勤勞契

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에 위반하는 勤勞契約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흠결을 어떻

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물론 勤勞契約에 民法상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民法과 勞動法은 동일한 종속노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이념과 따라서 규율하는 방법과 입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

에,1) 民法상의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民法 규정들

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된다. 다른 한편 使用者는 단기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을 체결하여 상시근로자도 임시근로자 내지는 비정규근로자로 

채용하여 勤勞者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는 
勤勞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보장한다는 현대 勞動

法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 구제책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雇傭期間의 개념과 종류를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契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契約으로 다른 한편으로 雇傭契約과 勤勞契約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Ⅱ. 雇傭期間

雇傭期間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雇傭期間이 어떠한 의미

를 갖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적 규율도 달라진다. 雇傭期間의 의의 및 종류

1) 雇傭契約과 勤勞契約의 본질 내지는 차이에 대하여는 民法注解[XV], 債權⑻(南
孝淳 집필부분)(박 사, 1997)(이하 注解[XV]), 30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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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雇傭期間에 대한 民法상의 일반적 규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雇傭期間의 意義 : 約定期間과 實際期間

雇傭期間은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하나는 雇傭契約이 실제로 

존속한 기간으로서, 이는 實際雇傭期間(이하 실제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雇傭契約이 존속할 기간으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기간으로서, 

이는 約定雇傭期間(이하 약정기간)에 해당한다.
법이 契約의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것은 약정기간에 관

한 것이다. 예를 들면, 民法은 地上權의 기간(제280조, 제281조), 傳貰權의 기간

(제312조), 賃貸借의 기간(제619조, 제635조, 제651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들은 모두 약정기간에 관한 것이다. 雇傭契約의 경우도 마찬가

지이다. 民法 제659조 내지 제661조의 문언상으로도 雇傭期間이 약정기간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제662조의 경우도 문언상으로는 약정기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지만 약정기간이 전제되고 있음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이

하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雇傭期間은 약정기간의 의미로 사용한다.

繼續的 契約에 있어서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繼續的 契約의 

경우 법은 기간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

다. 雇傭契約도 예외가 아니어서, 民法(제659조 내지 제663조)도 이러한 취지에
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실제기간은 특별한 규율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이는 실제기간은 약정기간에 대한 규율의 결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雇傭期間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民法(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들에게 解止權을 부여하는데, 만일 당사자들이 解

止權을 행사하지 않으면 雇傭契約은 당사자의 종신까지도 존속할 수가 있다. 또 

약정기간의 경과로 雇傭契約이 종료되면 약정기간이 바로 실제기간이 된다. 그
리고 약정기간의 경과후 묵시의 更新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가 解止權(제662조 

제1항)을 행사하지 않으면 雇傭契約은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된다.

2. 雇傭期間의 種類 : 最長期間, 最短期間, 確定期間

雇傭期間은 기간의 확정여부에 따라 確定雇傭期間(이하 확정기간)과 不確定

雇傭期間(이하 불확정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불확정기간으로는 最長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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傭期間(이하 최장기간)과 最短雇傭期間(이하 최단기간)을 들 수 있다.2) 최장기

간과 최단기간은 각각 雇傭契約이 존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과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확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雇傭契約

이 존속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불확

정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雇傭契約에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약

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우선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이 별도로 약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雇傭契約에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은 병존하게 된다. 또 약

정된 雇傭期間이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雇傭契約이 존속하는 기간이 어느 시점까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雇傭期間은 바로 확정기간

을 의미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雇傭期間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雇
傭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이 경우 雇傭期間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이

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이란 그 종류를 불문하고 雇傭期間에 대한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으로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은 어떠한 의

미의 雇傭期間도 정하고 있지 않은 雇傭契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와 달

리 확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雇傭契約만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으로 

반대로 확정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

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民法은 雇傭契約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에 대하여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제

659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解止를 인정하는 규정(제661조),3) 그리고 묵시의 

更新을 인정하는 규정(제662조)을 두고 있고, 반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
契約에 대하여는 제660조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2)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始期와 終期 사이의 
계속된 시간을 말한다. 기간의 始期와 終期가 확정기한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도 확정기간, 불확정기간의 결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解止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에도 당연히 적용된
다. 民法 제66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解止가 인정
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民法 제661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에
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것과 본조에 규정된 雇傭期間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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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 규정들상의 雇傭期間이 그 의미

가 동일하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民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둔 제660조도 확정기간이 아닌 雇傭期間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民法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

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의 구분은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다. 생각건대, 繼續的 契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간이란 확정기간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확정기간을 정하고 있는 雇傭契約만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도 확정

기간의 유무를 기준으로 기간의 정함의 유무를 결정하기로 한다.

3. 雇傭期間의 法的 規律

확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에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제659조) 그

리고 묵시의 更新을 인정하는 규정(제662조)이 적용됨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
다. 그러나 확정기간 이외의 雇傭期間에 대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

들이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는 명백하지 않다. 이는 각 규정들의 입법취지

에 따라 결정된다.

(1) 雇傭期間의 法的 規律

우선 최장기간의 제한에 관한 民法 제659조는 雇傭期間이 어느 기간 동안 

그 존속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최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民法 제659조가 적용된다. 반대로 雇傭期間에 관하여 어떠한 

의미의 약정도 없거나 최장기간만을 약정한 경우에는 民法 제659조는 그 적용

이 없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解止는 雇傭期間의 정함이 있든 없든 
그리고 雇傭期間의 종류가 무엇이든 이를 불문하고 언제나 그 적용이 있다.4) 

다만 확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勞務者와 使用

者는 제660조에 의한 解止權이 인정되므로 民法 제661조에 의한 해지권을 인

정할 실익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본조의 경우에는 解止權의 행사에 제660

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解止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4) 民法은 그 밖에 繼續的 契約인 委任(제689조), 任置(제698조)와 組合(제720조)
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解止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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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본조의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5)

한편 묵시의 更新에 대하여는 雇傭期間이 최단기간을 정한 것이든 최장기간

을 정한 것이든 관계없이 雇傭期間이 만료하 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의 실

질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묵시의 更新이 있다고 보아 고용관계의 존속을 인정

하게 되므로 民法 제662조가 예정하고 있는 雇傭期間의 만료는 그 雇傭期間의 

성질을 묻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6) 그러나 계약의 更新이란 ｢雇傭期間의 만
료에 의한 雇傭契約의 종료｣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최장기간은 그 기

간의 만료로 雇傭契約이 종료되므로 최장기간을 정하고 있는 雇傭契約에는 民

法 제662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최단기간은 그것이 만료하더라

도 雇傭契約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최단기간만을 정하고 있는 雇傭契約에서는 

묵시의 更新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民法 제659 내지 제662조상의 雇傭期間은 다음의 의미
를 갖는다. 첫째, 제659조의 약정기간에는 확정기간과 최단기간이 포함된다. 둘

째, 제660조의 雇傭期間은 확정기간만을 말한다. 따라서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정하고 있는 雇傭契約은 雇傭期間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본조의 적용을 받는다. 셋째, 제661조의 雇傭期間이란 확정기간과 최단기

간을 의미한다. 넷째, 제662조의 雇傭期間은 확정기간과 최장기간을 의미한다.

(2) 雇傭期間의 法的 規律의 現代的 課題
民法상 雇傭期間에 대한 일반적 규율 중에서 종래 私的自治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최장기간의 제한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약정기간의 

최장기간의 제한은 당사자가 장기간 동안 契約에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여 당사

자에게 契約의 자유를 부여하자는 데에 그 법적 취지가 있다. 그리고 기간의 약

5) 民法 제661조는 勤勞契約에도 그 적용이 있다. 다만, 勤勞基準法에 있는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제한이 있게 된다. 본조와 관련하여 勤勞者가 勤勞契約을 解
止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勤勞基準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勤勞者는 民法 제661조를 원용하여 勤勞契約을 즉시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使用者의 경우는 勤勞基準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解止權을 인정하

고(제30조) 그리고 解雇豫告를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따라서 使用者는 부득이한 사유
만으로는 勤勞契約을 解止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勤勞契約을 解止할 수 있

으며 그리고 원칙적으로 즉시의 解止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民法 제661조의 적
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注解[ⅩⅣ], 418-20 참조.

6) 註釋民法[債權各則⑷](韓國司法行政學會, 1999)(이하 註釋債各⑷),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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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는 雇傭契約의 解止權을 인정하는 법적 취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경우나 당사자에게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解止權

을 부여하는 것은 雇傭契約의 운명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어 契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民法이 묵시적 更新을 인정하는 것도 묵시적 의

사표시에 기초한 것이고 또 묵시의 更新의 법적 효과로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

는 것도 私的自治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勤勞基準法상의 
勤勞期間에 관한 규율도 勤勞者 보호라는 이념에서 강제노동의 금지를 통한 勤

勞者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그 법적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勞務者(또는 勤勞者)에게 있어서는 解止의 자유 내지는 퇴직

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의 안전 내지는 고용의 보장이다. 民

法 및 勤勞基準法상의 법정최장기간의 제한으로 이익을 받는 것은 使用者이

고,7) 勞務者(또는 勤勞者)는 사실상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使用者는 임시근로자 또는 비정규근로자라는 명목 하에 법정최장기간 내의 단

기간으로 勤勞者를 고용하여 解雇의 제한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8) 

使用者는 상시로 근로자를 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6개월 또는 1년

의 단기의 勤勞期間을 정한 후 이를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勤勞

者의 임금 기타의 勤勞條件을 불리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 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부를 함으로써 解雇의 제한을 회피하고 있다.9) 바로 이러
한 이유에서 노동법학자들은 勤勞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제시되

고 있다.10)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雇傭期間(또는 勤勞期間)의 규율로서 중

요한 것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아니라 최단기간의 보장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7) 李銀榮, 債權各論(法文社, 1999)(이하 李銀榮), 505; 趙誠惠, “1년을 초과하는 勤
勞契約期間을 정한 勤勞契約의 效力”, 勞動法學 제5호(1997), 239.

8)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崔弘曄, “근로계약의 기간”, 勞動法의 爭點과 課題―金
裕盛敎授華甲紀念―(法文社, 2000)(이하 崔弘曄), 97 이하 참조.

9) 비정규근로자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조경배, “비정규근로자의 보
호”, 勞動法講義(企業構造調整과 勞動法의 重要課題),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專門分野 硏
究課程 第7卷(法文社, 2002)(이하 조경배), 560 이하 참조.

10) 김선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勞動法硏究 
제6호(서울大學校 勞動法硏究會, 1997)(이하 김선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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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期間의 정함이 있는 契約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이란 확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확정기간은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확정기간에 대하여는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의 법리가 중첩적으로 적용

된다. 우선 확정기간이 있는 雇傭契約은 民法 제659조에 의한 법정최장기간(3

년)의 제한을 받는다. 확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雇傭契約은 종료되는 것이 원
칙이다. 判例는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勤勞契約에 대하여서도 이 원칙

을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있다.11) 한편 확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은 묵

시의 更新(제662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상의 문제를 民法상의 雇傭契約

과 勤勞基準法상의 勤勞契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最長期間의 制限

民法(제659조)은 雇傭期間의 최장기간을 3년으로 勤勞基準法(제23조)은 勤勞
期間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1) 最長期間의 제한과 實際雇傭期間

법률상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契約이 당사자 사이에 법률

상 최장기간 이상으로 존속한다는 것이 방해받지는 않는다. 이는 약정기간은 

법적 규율을 받지만 실제기간은 법적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

와 같이, 民法과 勤勞基準法은 약정기간에 대하여 법정최장기간의 제한을 두

고 있으나, 만일 법정최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使用者와 勞務者가 자신들에

게 인정된 解止權을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에 대한 約定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契約이 종료되지 않는 한 契約은 아무런 제한없이 당사자 사이에 계속 존속할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기간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다.

(2) 最長期間 제한의 法的 趣旨

繼續的 契約인 雇傭契約(또는 勤勞契約)에서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법적 취

11) 大判 95. 6. 30, 95누528(公 1995, 2629); 大判 96. 8. 29, 95다5783(公 1996, 
2866); 大判 98. 1. 23, 97다4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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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간을 당사자의 종신으로 하는 契約은 당사자의 契

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고용관계(또는 勤勞關

係)는 勞務者(또는 勤勞者)가 使用者의 지휘명령을 받는 종속관계이어서 만일 

종신고용계약을 인정하면 사실상 신분적 종속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

에 이를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12)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契約을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고 결국 그것

은 당사자의 契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勞務者(또

는 勤勞者)는 고정된 열악한 조건 하에서 장기간 계속하여 勞務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13) 使用者도 사업 또는 기업의 내적 외적 환경의 변

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상의 취지는 勞務者와 使用者를 대등한 당사자의 위치에서 규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勤勞者 보호를 그 법이념으로 하는 勤勞

基準法에 있어서는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취지는 수정을 받게 된다. 한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부당한 장기간으로 보아 당사자를 契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게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이고, 그 이념을 달리하는 民法과 勞

動法은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된다.

(3) 最長期間의 제한을 위반하는 契約의 法的 規律

법정최장기간을 초과하는 契約의 효력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

을 수 있다. 첫째, 契約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계약

기간을 법정최장기간으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傳貰權의 
경우 약정기간이 10년을 넘은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되고(民法 제312조 제1항), 

賃貸借의 경우에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

지임대차의 경우 이외에는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경우에는 20년으로 단축된

다(民法 제651조 제1항). 약정기간이 법정최장기간으로 단축되므로, 법정최장

12) Jurisclasseur civil, Art 1780, Louage d'ouvrage et d'industrie, Contrat de travail, 
n° 26, p.5.

13) 郭潤直, 債權各論[民法講義 Ⅳ](博英社, 2000)(이하 郭潤直), 399; 註釋債各⑷,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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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경과하면 약정의 효력에 의하여 契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셋째, 법정

최장기간이 경과한 후 당사자에게 契約을 解止할 수 있는 解止權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解止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契約은 종료되고, 

解止權을 행사하지 않는 한 契約은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느냐에 따라 契約의 효력의 유무와 契約의 

효력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최장기간의 제한을 위반하는 契
約의 규율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방법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고, 셋째 방법

은 契約의 장래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가

장 많이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상의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4) 民法上 雇傭契約의 最長期間의 制限

民法(제659조 제1항)은 3년을 최장기간으로 정하고 있다.14)15) 雇傭契約의 

최장기간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일정한 사업의 완성 또는 契約目的

의 달성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완성 또는 목적달성이 3년을 초과하

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民法은 최장기간을 위반하는 雇傭契約
을 규율하는 방법 중에서 최장기간이 경과한 후 당사자에게 解止權을 부여하

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契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

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6) 한

편 民法은 勞動法과는 달리 勞務者와 使用者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자를 형식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므로, 勞務者뿐만 아니라 

使用者에게도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다.

가) 最長期間의 제한을 위반하는 期間約定의 效力

당사자에게 解止權이 부여되는 결과 법정최장기간의 제한을 위배하는 雇傭契

約 내지 기간약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즉, 解止權이 부여

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雇傭契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14) 民法은 傳貰權의 최장기간(10년)(제312조)과 賃貸借의 최장기간(20년)(제651조)
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5) 각 나라의 최장기간제한에 관한 立法例에 대하여는 注解[ⅩⅣ], 389 이하 참조.
16) 注解[XV],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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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期間을 정하는 약정(기간약정)도 무효가 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유지된

다. 기간약정이 유효하므로 雇傭期間이 법정최장기간으로 단축되지 않는다. 따

라서 법정최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雇傭期間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으로 되

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民法은 법정최장기간의 제한을 위배하는 雇傭契約에 대

하여 解止權을 부여하는 것으로 즉, 법정최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종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解止權이 행사되는 경우 기간약정은 무효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解止權의 발생 및 행사

解止權은 법정최장기간인 3년이 경과하 을 때에 발생한다. 勞務者 또는 使

用者가 解止權을 행사하면 雇傭契約은 종료된다. 다만, 解止의 효력은 즉시 발

생하지 않고 상대방이 解止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제659조 제2항).17) 이는 解止에 의한 雇傭契約의 종료에 대비하

여 勞務者에게는 새로운 고용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使

用者에게는 새로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18)

다) 約定期間 경과 후의 雇傭契約의 효력

법정최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당사자에게 解止權이 인정되는데, 만일 당사
자가 解止權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雇傭契約은 약정기간이 도래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후에도 존속하는지가 문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雇傭期間이 법정최장기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雇傭契約 내지는 기간약정 자

체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雇傭契約은 약정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종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勤勞基準法上 勤勞契約의 最長期間의 制限

勤勞基準法(제23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勤勞契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을 규정

하고 있다. 勤勞契約의 법정최장기간(1년)은 民法상의 雇傭契約의 법정최장기간
(3년)보다 단기인 점에 그 특징이 있다. 勤勞基準法은 勤勞者를 더 보호하기 위

17) 解止通告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注解[ⅩⅣ], 393-4를 참조.
18) 注解[ⅩⅣ],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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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民法의 경우보다 최장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

가) 最長期間 制限의 취지

勤勞者의 보호라는 勤勞基準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勤勞基準法 제23조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勤勞者를 보호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서 학설은 일치하여 장기의 勤勞期間을 정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勤勞者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서 勤勞

基準法 제23조의 입법취지를 찾고 있다.20) 判例도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21)

勤勞基準法 제23조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 있었던 초

기 산업사회에서는 전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지만, 강제근로에 의한 인권침해

의 가능성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노동을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하는 勤勞者에

게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그 의의가 거의 

상실되었다.22) 그리하여 勤勞基準法 제23조에 대하여는 勤勞者의 직장의 정착

을 저해하고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잘못된 규정이라는 비판 하에 그 개정을 요

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

나) 最長期間의 제한을 위반하는 勤勞契約의 效力

勤勞基準法 제23조는 民法의 경우와 달리 최장기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위반하는 勤勞契約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

지 않다. 우선 법정최장기간의 위반을 이유로 勤勞契約은 전부가 무효가 되는

가? 현재 勤勞契約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다. 勤勞契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勤勞者를 보호하는 勤勞基準法의 법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勤勞契約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아 있는 문제는 법

정최장기간이 경과 후의 勤勞契約을 어떠한 상태로 존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

19) 金炯鎭,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法曹 제46권 
제11호(法曹協會, 1997)(이하 김형진), 139.

20) 金亨培, 勞動法(博英社, 2002), 220; 임종률, 노동법(博英社, 2002)(이하 임종률), 
345; 金炯鎭, 131.

21) 大判 80. 7. 8, 80다590(公 1980, 12999); 大判 96. 8. 29, 95다5783(公 1996, 
2866).

22) 김선수, 553.
23) 崔弘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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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勤勞基準法 제23조의 해석론으로서 가능한 것과 제시되고 있는 학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제1설 : 1년 경과 후 自動終了說

勤勞契約은 법정최장기간인 1년의 勤勞契約으로 되고, 1년이 경과하면 勤勞

契約은 자동으로 종료한다.
(b) 제2설 : 1년 경과 후 自動更新說

勤勞契約은 법정최장기간인 1년의 勤勞契約으로 되고, 법정최장기간인 1년

을 단위로 勤勞契約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c) 제3설 : 1년 경과 후 期間의 정함이 없는 契約說

勤勞契約은 법정최장기간인 1년의 勤勞契約으로 되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된다.24) 1년을 경과한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
는 勤勞契約으로 존속하는 근거를 혹은 묵시의 갱신에서 찾거나,25) 혹은 근로

관계의 존속 보호라는 노동보호법의 기본취지에서 찾는다.26) 그리고 이 견해

에 의하면 1년이 경과한 후에는 勤勞者는 언제든지 勤勞契約을 解止할 수 있

으나, 使用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勤勞者를 解雇할 수 없다.

(d) 제4설 : 1년 경과 후 勤勞者解止權附與說

勤勞契約은 勤勞者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이 있

다.27) 즉, 勤勞基準法 제23조는 勤勞者가 1년 이상 勤勞契約에 구속되기를 원

24) 李炳泰, 勞動法(현암사, 1994), 568; 金裕盛․李興在, 勞動法 I(한국방송통신대
학, 1995), 132; 김선수, 565.

25) 박상필, 한국노동법(대왕사, 1993), 175-176.
26) 김선수, 553.
27) 李銀榮, 505; 金亨培, 債權各論[契約法](博英社, 1997), 587; 임종률, 346; 金亨

培, 勞動法, 210; 朴相弼, 勤勞基準法講義(대왕사, 1991), 123; 註釋債各⑷, 114.
다만 위 견해 중에는 근로기간을 5년으로 정한 勤勞契約은 1년이 경과하면 勤勞基

準法 제23조에 의하여 勤勞者에게 解止權이 발생하고 그리고 民法상의 법정최장기간(3
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民法 제659조가 적용되지만, 使用者는 勤勞基準法 제30조에 
의하여 解止의 자유가 없고 勤勞者만 民法 제659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勤勞契約을 解
止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民法 제659조는 편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金
亨培, 債權各論[契約法], 587).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勤勞
基準法 제23조는 최장기간의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는 勤勞契約의 효
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勤勞基準法 제23조만으로는 勤勞者
에게 解止權을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民法 제659조를 적용하여 解止
權을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勤勞契約에 대하여는 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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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에만 편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勤勞者에게는 법정최장기간

인 1년이 경과한 후에는 勤勞契約을 解止할 수 있는 解止權이 발생하지만, 使

用者에게는 勤勞基準法 제30조에 의하여 解止의 자유가 없다. 이 견해는 1년

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는 약정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勤勞期間

이 勤勞基準法 제22조상의 勤勞基準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긍정설

과,28)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29) 부정설은 勤勞基準法 소정의 勤勞條件은 勤
勞關係의 내용이 되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勤勞者의 대우에 관한 

조건 내지 기준을 의미하는 것임에 반하여 勤勞期間은 勤勞契約의 존속기간으

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30)

(e) 判例

과거 判例는 제3설을 취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는 勤勞契約은 기간의 정함

이 없는 契約으로 존속한다고 보았다.31) 그러나 현재 判例는 제4설을 취하여 
근로기간을 정하는 약정도 그대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勤勞者에게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다.32) 그리고 判例는 근로기간은 단지 勤勞契約의 존속기간에 불

과할 뿐 ｢勤勞關係에 있어서 賃金, 勤勞時間, 厚生, 解雇 등 勤勞者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勤勞基準法 제20조 소정의 勤勞條件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고 보아, 勤勞契約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

고 따라서 근로기간약정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f) 結語

勤勞契約 내지는 기간에 관한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만 보면 제1설 내지 

제3설은 勤勞期間은 1년으로 단축된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일부무효설이라고

간은 勤勞基準法 제23조에 따르고 解止權은 民法 제659조에 의하는 것이다. 즉, 勤勞基
準法상의 최장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는 이상 民法상의 법정최장기간(3년)은 더 이상 의
미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상의 법정최장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비로소 民法 제659
조의 적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8) 임종률, 346; 崔弘曄, 94.
29) 金炯鎭, 134.
30) 勤勞期間이 勤勞條件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金炯鎭, 137-139 참조.
3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당연무효가 되

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수

련기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체결하 다 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와 저촉되어 당연무효
라고 볼 수는 없다”(大判 89. 7. 11, 88다카21296, 公 1989, 1222).

32) 大判 96. 8. 29, 95다5783(公 1996,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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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를 수 있고, 제4설은 勤勞期間은 1년으로 단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

므로 유효설이라고 부를 수 있다. 1996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3설이 다수설이었으

나, 현재에는 제4설이 다수설이다.

우선 제1설 및 제2설은 勤勞期間이 勤勞條件임을 전제로 1년을 초과하는 勤

勞期間은 1년으로 단축된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제3설은 勤勞期間이 勤勞條
件이라고 하면서도 1년의 경과한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된다

고 하고, 제4설의 일부(勤勞期間이 勤勞條件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제4설(긍정

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도 동일한 전제에 서면서도 기간약정 자체는 효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만일 勤勞期間이 勤勞基準法상의 勤勞條件에 해당한다면 

勤勞基準法 제22조(제2항)의 적용을 부정하지 않는 한 勤勞期間은 1년으로 단

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달리 1년의 경과한 후에도 勤勞契
約의 존속을 인정하는 제3설과 제4설(긍정설)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33)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제4설의 일부(勤勞期間이 勤勞

條件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제4설(부정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와 새로운 

判例는 勤勞期間은 勤勞條件이 아니라고 하면서 勤勞基準法 제22조(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勤勞基準法 제22조(제2항)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약정기간이 법정최장기간으로 단축되는 것을 전제로 약정
기간의 경과에 의한 契約의 종료를 인정하는 제1설이 논리적으로 가장 명확하

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民法이 傳貰權(제312조)과 賃貸借(제651조)의 경우 

약정기간을 법정최장기간으로 단축할 경우 법정최장기간의 경과로 繼續的 契

約關係가 종료됨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명백하다.

그러나 제1설이 법정최장기간의 도래에 의하여 勤勞契約을 바로 종료시키는 

것은 勤勞者의 보호라는 勤勞基準法의 이념과 勤勞基準法 제23조의 법적 취지
에 반한다. 따라서 법정최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勤勞契約의 존속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2설은 법정최장기간을 단위로 하는 자동

갱신을 통하여 勤勞契約의 존속을 도모하고 있다.34) 그러나 묵시의 갱신은 使

33) 同旨, 金炯鎭, 141.
34) 원래 자동갱신이란 약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법적 효과이지만, 약정기

간이 법정최장기간으로 단축된 것이므로 여전히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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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者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인정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제2설은 勤勞者의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다.35) 이에 반하여 제3설과 제4설은 勤勞者가 解止權을 

행사하지 않는 한 勤勞契約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 다. 다만 양설은 기간약정

의 효력에 대하여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제3설은 ｢1년을 초과하는 범

위에서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勤勞契約｣으로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설의 이러한 해결은 勤勞者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극복하여야 할 난제가 있다. 첫째, 비록 최장기간에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는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契約으로 변

한다는 데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3설 중 묵시의 갱

신을 근거로 드는 견해에 대하여는 제2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가능하다. 또 

노동법의 기본취지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도 결국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제3설에 의하면 1년을 경과

한 후 勤勞者가 解止權을 행사하지 않으면 勤勞契約은 당사자의 최초의 약정기

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기간약정 자체

를 무효로 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契約은 종료되어야 

한다는 점에 반한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법이론상으로는 최장기

간위반의 勤勞契約은 ｢1년을 초과하는 勤勞期間을 정하는 勤勞契約｣으로서 효
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제4설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고 

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제4설(긍정설)이 勤勞期間이 勤勞條件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따라서 勤勞基準法 제22조(제2항)의 적용을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1년이 경과한 후에도 勤勞契約의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이고, 제4

설(부정설)은 노동법학자들이 일치하여 비판하고 있는바와 같이 勤勞期間이 勤

勞條件이 아니라고 보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요컨대, 勤勞基準法의 취지 및 勤勞基準法 제20조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勤勞期間은 분명 勤勞條件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그러나 勤勞條

件이라고 해서 그 법적 규율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즉, 勤勞期間도 勤勞條件임에는 분명하지만,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것일 뿐

인 勤勞基準法 제2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勤勞期間을 勤勞基準法 제

35) 同旨, 金炯鎭, 141.
36) 同旨, 김선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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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判例가 勤

勞期間이 勤勞條件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勤勞基準法 제22조의 적용을 배제하

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勤勞期間도 勤勞條

件임에는 분명하지만 勤勞基準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勤勞條件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勤勞期間이 勤勞基準法 

제22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리고 勤勞基準法 제23조가 최장기간위반의 勤勞
契約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최장기간을 위반

하는 勤勞期間에 대하여는 民法 제659조(제1항)를 적용하는 가능성만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勤勞基準法 제23조 및 제30조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 民法 제659조(제1항)가 勤勞契約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勤勞基準法 제23조가 民法 제659조의 특칙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후자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년을 초과하는 勤勞契約은 民法 제659조의 

적용에 의하여 최장기간의 정함이 유효한 상태에서 解止權이 인정되지만, 解

止權은 1년을 초과할 때(勤勞基準法 제23조)에 그리고 勤勞者에게만 解止權이 

인정되는(勤勞基準法 제30조) 勤勞契約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1996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비록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결국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民法 제659조의 보충적 적용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서 불가피하게 내려지는 결론일 뿐인 것이고, 고용안정이라는 勞動法의 이상

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勤勞契約

은 1년을 경과한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으로 존속한다는 내용으

로 勤勞基準法 제23조를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2. 黙示의 更新

｢계약의 묵시의 更新｣이란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급부가 실현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존속되는 것을 말한다. 묵시의 更

新이 있으면 종래의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雇傭契約이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民法(제662조)은 雇傭契約의 

묵시의 更新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나, 勤勞基準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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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 雇傭契約의 묵시의 갱신

묵시의 更新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하나는 雇傭契約이 갱신되
는 경우 雇傭期間은 종전과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雇傭期間이 법정최장기간을 위반하는 雇傭契約에 

대하여서도 묵시의 更新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가) 묵시의 更新과 雇傭期間

民法 제662조(제1항)는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 雇傭契約은 종전의 雇傭契
約과 동일한 조건으로 更新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본조는 雇傭期間에 대하여

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勞務者와 使用者는 제660조에 의하여 解止權을 가짐

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解止의 통고를 할 수 있

고(제660조 제1항), 解止의 통고 후 1월이 경과함으로써 解止의 효력이 발생한

다(제660조 제2항). 그런데 民法 제660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에 적

용되는 규정이므로, 따라서 제662조(제1항 단서)가 제660조를 적용하는 것은 
결국 更新된 雇傭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契約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說

更新된 雇傭契約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契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37) 이 

견해에 의하면 雇傭期間의 정함이 있는 종전의 雇傭契約은 갱신 후에는 雇傭

期間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이 되어 존속하게 된다. 이 견해는 民法 제662조 

제1항 단서가 제660조를 원용하여 解止權을 인정하는 데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듯하다.

(b) 同一雇傭期間說

更新된 雇傭契約도 종래와 동일한 고용기간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

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가 解止權을 갖는 것은 별도로 更新된 雇傭契約
의 고용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다.

37) 郭潤直, 398; 金亨培, 債權各論[契約法], 585; 李銀榮, 506; 註釋債各⑷,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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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判例

判例는 갱신된 雇傭契約도 종래와 동일한 고용기간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38)

(d) 結語

한편 이상의 문제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않느냐에 따라 묵시의 갱신 이후 雇傭契約의 존재

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우선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說에 의하면 1
회 갱신된 雇傭契約은 雇傭期間의 정함이 없으므로 다시 묵시의 更新을 인정

할 필요도 없이 계속 존속하게 된다. 즉, 1회의 更新 후에는 解止가 없는 한 

계속 존속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同一雇傭期間說에 의하면 1회의 更新 후 약

정기간의 경과가 있을 때마다 묵시의 更新이 인정된다. 그리고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은 解止權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解止權이 

인정되는 상황이 다르다. 즉, 전설에 의하면 1회의 묵시의 更新이 있은 후에는 
雇傭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解止權이 인정된다. 전설을 따른다

면 民法 제662조가 民法 제660조를 원용하여 解止權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묵시의 갱신 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후설에 의하면 약정기간의 경과시

마다 黙示의 更新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당사자에게 解止權이 인정된다. 후설

을 따르면 雇傭期間이 종전과 동일함을 전제로 民法 제662조가 解止權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제660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660조를 원용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보게 된다.

民法이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특히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民法은 傳貰契約(제312조 제4항 단서)과 住宅賃貸借

(住宅賃貸借保護法 제6조 제2항)의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契約으로 존속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39) 이 경우 당사자는 기간의 

38) “民法 제662조에 의하면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勞務者가 계속하여 勞務를 제공
한 경우에 使用者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雇傭契約과 동

일한 조건으로 雇傭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원․피고간의 이 사건 해외취업연장

계약기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해외취업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86. 2. 25, 85다카2096, 集 34-1, 97). 同旨의 判決, 大判 
98. 2. 25, 97다4289(公 1998, 603).

39) 다만 住宅賃貸借의 경우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게 되더라도 
住宅賃貸借保護法(제4조 제1항)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住宅賃貸借의 賃貸借期間을 2년
으로 의제하므로, 住宅賃貸借의 묵시적 갱신이 있더라도 賃貸期間이 없는 賃貸借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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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없는 契約(民法 제313조, 제635조 제1항)에 의하여 解止權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雇傭契約의 경우는 이러한 취지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雇傭期間도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는 同一雇傭期間說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民法 제662조가 묵시적 갱신이 있은 후 당사자에게 제660조에 의한 解止權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660조를 

준용하는 것은 解止通告期間에 관한 제660조 제2항과 解止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제3항을 준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解止權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解止權이 인정된다고 해

서 묵시의 갱신에 의하여 雇傭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解止權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기간약정 자체의 효

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同一雇傭期間說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가능한 존중한
다는 측면에서도 同一雇傭期間說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法定最長期間의 제한을 위반하는 雇傭契約의 묵시적 更新

전술한 바와 같이 雇傭期間이 법정최장기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解止權이 

인정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雇傭契約 내지는 기간약정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묵시의 更新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民法 제662조의 묵시적 更新은 雇傭期間이 법정

최장기간내의 기간일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雇傭期間이 10년인 경우, 3년 후에는 勞務者와 使用

者 중 누구나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 解止가 없는 한 雇傭契約은 10년까

지 존속되고, 그리고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雇傭契約은 자동 종료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使用者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勞務者가 계속하여 勞務를 

제공할 경우에는 雇傭契約은 묵시적으로 更新이 된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雇傭期間은 10년이 되고 3년 후에는 당사자들에게 解止權이 발생한다.

(2) 勤勞契約의 묵시의 更新

勤勞基準法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勤勞契約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묵시의 更

니라 임대기간 2년의 賃貸借가 존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住宅賃貸借保護法(제6조의2 
제1항)은 賃借人을 보호하기 위하여 賃借人에게 解止權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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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이 인정된다. 묵시의 更新에 의하여 勤勞契約은 종전과 동일한 雇傭期間을 

가지게 된다.40) 그런데 勤勞者에게 있어서 노동은 사회적․경제적 생활근거가 

되므로 가능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勤勞契約은 雇傭契

約의 경우보다 보다 수월하게 묵시의 更新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民法 제662조가 勤勞契約에 적용됨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黙示的 更新을 좀더 용이하게 인정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勤勞基準法상의 解雇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41) 따라서 使用者의 이의제기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

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勤勞契約은 更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42) 

즉, 勤勞契約이 반복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객관적 사유가 없는 때에는 勤勞契約은 更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43)

使用者가 勤勞契約의 묵시적 갱신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 자체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이 반복되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

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간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4)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의 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은 원칙적으로 확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勤勞者는 고용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생계의 원천

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고용의 보장을 통한 생존의 보장이라는 이상을 무

너뜨리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노동법 학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勤勞契約의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하고, 따라서 기간의 정함

이 있는 勤勞契約의 성립을 제한하려고 한다.45) 그 근거로 勤勞基準法은 정당

40) 大判 86. 2. 25, 85다카2096(集 34-1, 97).
41) 김선수, 561; 勤勞基準法이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제한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로기간의 만료 후 해고제한규정을 적용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

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趙誠惠, 242).
42) 註釋債各⑷, 144.
43) 註釋債各⑷, 144.
44) 大判 94. 1. 11, 93다17843(公 1994, 682).
45) 김선수, 556-557; 崔弘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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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없는 解雇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든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

나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使用者는 기간의 약

정은 효력이 없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된다고 한다.46) 즉, 기간을 

정해서 고용관계의 존속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인 객관적 사유

가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간

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47) 이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이 성립에 합리

적인 객관적인 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종신고용제외에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48)

判例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

음을 전제로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도 기간

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勤勞契約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본다.49) 예를 들면, 判例

는 단기의 勤勞契約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

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

勞契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으로 보지만,50)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

의 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되었고 그동안 재계약 신청을 거부당한 勤勞者가 없

으며, 계약서에 기존의 勤勞者가 기간 만료 전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

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51)

생각건대 勤勞基準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勤勞者와 使用者 사이의 기간에 대한 합의 자

체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

이 있는 勤勞契約의 성립은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私的自治의 원칙에서 비추

46) 金亨培, 債權各論[契約法], 584; 金亨培, 勞動法, 420-421; 임종률, 511; 김선수, 557.
47) 大判 94. 1. 11, 93다17843(公 1994, 682).
48) 김형진, 124.
49) 大判 95. 6. 30, 95누528(公 1995, 2629); 大判 96. 8. 29, 95다5783(公 1996, 

2866); 大判 98. 1. 23, 97다42489(公 1998, 603).
50) 大判 94. 1. 11, 93다17843(公 1994, 682); 大判 95. 7. 11, 95다9280(公 1995, 

2757); 大判 98. 1. 23, 97다42489(公 1998, 603).
51) 大判 98. 1. 23, 97다42489(公 1998,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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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볼 때 그리고 勤勞基準法의 해석론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의 유효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勤勞基準法상의 제반 규정 특히 解雇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의 성립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判例의 태도는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Ⅳ. 期間의 정함이 없는 契約

民法(제660조)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의 경우 勞務者와 使用者에게 

解止權을 인정하고 있다.52) 이에 반하여 勤勞基準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

勞契約의 解止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법적 규율이 문

제된다. 따라서 民法 제660조의 勤勞基準法에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1. 期間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

전술한 바와 같이 확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契

約을 의미한다. 따라서 雇傭期間에 관하여 어떠한 의미의 약정도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장기간 또는 최단기간만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최장기간과 최단기간 

양자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도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에 포함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의 민법상의 규율에 관하여는 두 가지의 문제

가 있다. 첫째, 民法 제660조 제3항의 ｢보수를 정하는 기간｣이 어떤 종류의 
기간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둘째, 民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

의 경우 제659조, 제661조 및 제662조의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에 대하여는 제660조 하나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데, 과연 기간

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에 적용되는 규정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

에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1) 民法 제660조의 해석론

民法 제660조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解止의 통고

52) 民法은 그 밖에 繼續的 契約인 傳貰權契約(제313조), 賃貸借(제635조), 任置(제
699조) 및 組合(제716조)에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解止(組合의 경우는 조합원의 
임의탈퇴)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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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解止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 결과 解止의 통고가 있었던 당기와 차기 단위기간 동안에는 解止가 인

정되지 않아 고용이 보장된다. 여기서 ｢보수를 정하는 단위기간(이하 보수단위

기간)｣은 최단기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民法 제660조 제3항은 최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동조 제1항의 ｢雇傭期間의 약정이 없
는 때｣란 ｢최단기간인 보수단위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를 제외한 경우만을 가

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日本民法 제

627조의 해석론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民法은 解雇通告期間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日本民法 제627조의 본질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

므로,53) 우리 民法 제660조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日本民法 제627조에서와 같

은 동일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54)

가) 日本民法 제627조의 해석론

日本民法 제627조 제1항은 “당사자가 雇傭期間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解止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은 解止의 통고를 

한 후 2주를 경과함으로 인하여 종료된다”, 제2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解止의 통고는 다음기 이후에 대하여서 할 수 있다. 단 그 통고는 
당기의 전반에 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은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전항의 통고는 3개월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53) 우리 民法 제660조와 日本民法 제627조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소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民法(제660조 제2항)은 解止通告期間을 1
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日本民法(제627조 제1항)은 2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民法(제
660조 제3항) 기간을 보수를 정한 경우 기간의 장단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日本民法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제627조 제2항)와 6개월 이상인 경우(제627조 
제3항)를 구분하고 있다. 셋째, 民法(제660조 제3항)은 解止의 통고는 당기의 아무 때나 
하면 되나, 日本民法은 報酬를 정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解止通告를 전반부
(제627조 제2항)에 그리고 6개월 이상 경우에는 3개월 전(제627조 제3항)에 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넷째, 民法(제660조 제3항)은 解止는 다음기가 경과하는 시점에 일률적으
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日本民法(제627조 제2항․제3항)은 解止의 효
력은 다음기의 중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4) 필자도 종전에 제2해석론을 수용하여 우리 民法 제660조의 해석론으로 전개하
으나(자세한 내용은 注解[ⅩⅣ], 407 이하 참조) 이 을 통하여 종래의 해석론을 변
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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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조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55)

제1해석론은 제627조 제1항에 규정된 雇傭期間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

는다. 이 해석론에 의하면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란 제2항과 제3항이 규정하

고 있는 ｢기간으로 報酬를 정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 즉 ｢雇傭期間을 정하지 

않은 경우｣ 중에서도 ｢기간으로 報酬를 정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킨다. 이 

경우에는 2주의 解止通告期間이 적용된다. 한편 제2항에 의하면 ｢기간으로 報
酬를 정한 경우｣에는 解止의 통고는 다음 기 이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만약 보수를 정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기의 전반에 그리고 6개

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전에 解止의 통고를 하면 된다.

이에 반하여, 제2해석론은 제627조 제1항의 雇傭期間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한다. 첫째, 최단기간은 당초에 1회로 정해져서 이 기간의 경과 후는 언제라도 

解止의 통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당초의 기간의 만료시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解止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동기의 기간이 연장되어 이것이 

반복되는 기간이 있는바, 후자의 경우에는 解止의 통고에 의하여 雇傭을 종료

시킬 수 있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도래하여 일정한 시기로 한정된다고 한다. 

제2해석론은 별단의 의사표시나 관습이 없는 한 제627조 제2항․제3항에 의하

여 보수를 정한 기간(주급, 월급, 연봉에 있어서의 주, 월, 연)은 동시에 주기

적으로 반복되는 최단기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경우에는 解止의 통고를 하
여 당기의 중간에 雇傭契約을 종료시킬 수는 없고, 1기완료의 시점 이후에만 

解止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최단기간을 정한 경우 解止의 통고기간도 당

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를 위하여 제627조 

제2항․제3항은 解止通告期間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즉, 보수를 정하는 기간

이 6개월 미만이면 解止의 통고는 당기의 전반에 하여야 하고(제627조 제2항 

단서), 보수를 정하는 기간이 6월 이상이면 解止의 통고는 3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제627조 제3항). 둘째, 따라서 제627조 제1항의 雇傭期

間이란 최단기간인 보수단위기간을 의미하고 따라서 ｢雇傭期間을 정하지 않은 

경우｣란 최단기간인 보수단위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서56) 최장기간만을 정

하고 있거나 또는 최장기간의 정함도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 

55) 상세한 것은 注解[ⅩⅣ], 401 이하 日民 § 627의 해석론을 참조.
56)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을 병존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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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나 解止의 통고를 할 수 있고, 2주의 통고기간이 

경료한 후 解止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나) 民法 제660조의 해석론

전술한 日本民法의 제2해석론은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따

라서 이를 우리 民法 제660조의 해석론으로 채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
러한 비판은 근본적으로 民法 제660조 제2항의 보수단위기간을 최단기간이라

고 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民法 제660조 제3항에 의하여 

解止의 통고가 있는 당기와 차기의 보수단위기간 동안에는 고용이 보장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월급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3월중에 解止

의 통지를 하면 4월이 경과한 후 5월 1일에 解止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러나 4월과 5월 고용이 보장된다고 해서 이를 바로 최단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래 최단기간이란 처음부터 雇傭契約이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

간으로서 약정된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보수단위기간은 보수를 정하는 단위

가 되는 기간일 뿐이고 그것 자체로서 바로 최단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기

간이다. 즉, 어느 보수단위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고 해서 바로 이를 최단

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民法 제660조 제3항은 근본적으로 解
止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일 뿐이다. 民法 제660조 제3항은 解止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보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디까지나 解止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다. 즉, 제3항은 解止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하는 제2항의 연장선에 있는 규정

일 뿐이다. 따라서 어느 보수단위기간이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解止가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처음부터 약정된 최단기간이기 때문
인 것은 아니다. 셋째, 최단기간의 일반 법리에 의하면 최단기간이란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解止에 친하지 않는 기간이다. 그런데 民法 

제660조 제3항은 解止가 이미 전제된 후에 그 효력의 발생을 규율하고 있으므

로 보수단위기간은 解止에 친하지 않은 기간, 즉 최단기간이라고 볼 수가 없

는 것이다. 제2해석론은 民法 제660조 제3항의 보수단위기간을 주기적 최단기

간 즉, 당초의 기간의 만료시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解止의 통고가 없으면 자
동적으로 동기의 기간이 연장되어 雇傭契約을 종료시킬 수 있는 시기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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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복되는 최단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위 주기적 

최단기간도 解止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본래의 

의미의 최단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된다. 넷째, 제2해석론을 따

른다면 民法 제660조 제3항은 보수의 단위가 되는 최단기간(보수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이 된다. 따라서 民法 제660조 제3항은 최단기간의 정함이 있는 모

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보수최단기간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그
렇게 되면 제3항은 보수최단기간에 대하여 그리고 제1항․제2항은 그 이외의 

다른 최단기간에 적용되는데, 최단기간을 이렇게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무엇

인지가 문제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볼 때 民法 제660조 제3항의 

법적 취지는 주기적 최단기간에 관한 특칙이 아니라 解止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칙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최단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수를 월별로 지급하기로 하 다고 가

정하자. 民法 제660조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 이내에는 雇傭契約을 解

止하지 못한다. 2년이 경과한 후 어느 해 3월에 使用者 또는 勞務者가 解止의 

통고를 하면 解止의 효력은 4월이 경과한 후 5월 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4월 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4월이 최단기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解止

의 효력이 4월 1개월 동안에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4

월 1개월은 解止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고 그 결과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지 4월 1개월이 애초부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최단기간으로 약정된 

것이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진정한 의미의 최

단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당사자가 雇傭契約이 최소한 존속할 것으로 약정한 2

년이라고 할 것이다.

(2) 期間의 정함이 없는 雇傭契約의 구체적인 規律

雇傭期間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契約의 解止를 통고할 

수 있다(제660조 제1항). 解止는 相對方이 解止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解止의 효력이 발생한다(동조 제2항). 다만 기간으로 報酬를 정한 때

에는 상대방이 解止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하여야 解止의 효력이 
발생한다(동조 제3항). 한편 雇傭期間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民法 제659조 

또는 제66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民法 제660조를 비롯하여 民法 

제659조 및 제662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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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最長期間의 정함이 있는 경우

최장기간이란 雇傭契約이 존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말한다. 최장기

간은 그 성질상 그 기간의 만료로 당사자 사이에서 雇傭契約의 자동적인 종료

를 가져온다. 최장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의 경우는 확정적인 기간이 없

으므로 약정기간의 최장기간을 제한하는 民法 제659조가 적용될 수 없다. 따

라서 다른 경우와는 달리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이 최장기간이 법정최장기간(3
년)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최장

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雇傭契約이 존속하는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당사자가 최장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雇傭契約이 구

체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존속하는지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장기간

을 정하는 雇傭契約은 본질적으로 雇傭期間의 정함이 없는 契約이 된다. 따라

서 최장기간만을 정하는 雇傭契約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民法 제660
조의 적용을 받는다. 使用者와 勞務者는 누구든지 최장기간이 경과하지 전에

는 언제든지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제660조 제1항). 만일 누구도 雇傭契

約을 解止하지 않을 경우에는 雇傭契約은 당사자 사이에 雇傭契約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약정된 최장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한편 최

장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雇傭契約의 종료가 초래되므로 묵시의 更新이 문제될 

수 있고 따라서 民法 제662조는 최장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i) 최장기간이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雇傭契約은 최

장기간까지만 존속할 수 있다. 최장기간 이내에는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止

할 수 있다(제660조 제1항). 예를 들면, 당사자들이 최대한 2년까지 고용한다

는 약정을 하 다고 가정하자. 雇傭契約은 최장기간(2년)까지만 존속할 수 있

고, 2년 이내에는 勞務者와 使用者 중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 
雇傭契約은 2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ii) 최장기간이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최장기간이 법

정최장기간(3년)으로 단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民法 제659조의 적용

은 없다. 따라서 약정기간 내에는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제660

조 제1항). 즉, 법정최장기간의 경과 후에 解止權이 인정되는 것도 제659조가 

아니라 제660조에 의한 것이다. 당사자 누구도 雇傭契約을 解止하지 않을 경

57) 民法 제662조의 적용은 특별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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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雇傭契約은 최장기간의 본질상 최장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勞務가 계속 제공되고 있음에도 使用者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雇傭契約은 자동으로 更新된다(제662조). 

예를 들면, 최대한 10년까지 고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자. 雇傭契約은 

최장기간(10년)까지만 존속할 수 있고,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 

10년이 경과하면 雇傭契約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나) 最短期間의 정함이 있는 경우

최단기간이란 雇傭契約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우리 民

法은 雇傭期間의 최단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58) 雇傭契約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최단기간 이상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民法상의 법정최장기간을 위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
단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도 당연히 民法 제659조에 의한 법정최장기간

(3년)의 제한을 받는다. 또 최단기간만을 정하는 雇傭契約은 최단기간 이후 어

느 기간까지 雇傭契約이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契約에 관한 民法 제660조

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최단기간 이후에는 당사자는 누구든지 雇傭契約

을 해지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解止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雇傭契約은 계
속 당사자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이 점이 최장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다

른 점이다. 그리고 최단기간의 만료로 雇傭契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묵

시의 更新에 관한 제662조는 그 적용이 없다. 요컨대 최단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은 그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은 최단기간이 법정최장기간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최단기간의 정함이 있는 雇傭契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도 최단기간이 

법정최장기간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i) 최단기간이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雇傭契約은 최

단기간 동안 그 존속이 보장된다. 최단기간 이후에는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

止할 수 있다(제660조 제1항).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2년간은 고용

58) 이에 반하여 民法은 地上權의 최단기간(30년, 15년, 5년)(제280조)과 建物傳貰
權의 최단기간(1년)(제312조 제2항)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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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자. 2년 이내에는 누구도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든지 이를 解止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누

구도 解止를 하지 않는 한 雇傭契約은 당사자 사이에 계속 존속하게 된다.

(ii) 최단기간이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단기간은 법정최

장기간으로 단축된다(제659조 제1항). 따라서 법정최장기간이 도래하면 약정최

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당사자 중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제
659조 제1항).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5년간 고용한다는 약정이 있

다고 가정하자. 약정최단기간이 법정최장기간을 초과하므로 최단기간은 3년으

로 되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나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사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解止가 없을 경우 雇傭契約은 계속 존속한다.

다) 最長期間과 最短期間이 竝存하는 경우

雇傭契約에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최단기간과 최장기간

에 대한 법적 규율이 병존하게 된다. 우선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이 병존하는 

雇傭契約은 기간을 확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契約으로서 

民法 제660조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이 병존하는 雇傭

契約은 최장기간의 정함이 있는 契約으로서 묵시의 更新이 문제될 수 있고(民

法 제662조) 또 최단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법정최장기간의 제한을 받게 된
다(民法 제659조). 따라서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최단기간의 경과 후에는 최장기간 이내에는 언제나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

다. 이 경우의 구체적인 법적 규율도 최장기간과 최단기간이 법정최장기간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i) 최단기간과 최장기간이 모두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는 雇傭契約은 최단기간 이상 존속이 보장되고 최장기간 이내에 존속한다. 최

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제660조 제1항), 

그 후 최장기간의 도래로 雇傭契約은 종료된다.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최

소한 1년 최대한 2년 고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자. 雇傭契約은 최소한 

1년 이상 존속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이를 解止할 수 있고, 2년이 

경과하면 雇傭契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ii) 최단기간은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최장기간이 법정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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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단기간 이후에는 누구든지 雇傭契約을 解止

할 수 있다(제660조 제1항). 民法 제659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법정최장기간(3

년)의 전후를 불문하고 解止權이 인정된다(제660조 제1항). 최장약정기간의 경

과로 雇傭契約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1년 

최대한 10년 고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자. 雇傭契約은 최소한 1년 동

안은 존속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이를 解止할 수 있고, 약정최장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雇傭契約은 자동 종료된다.

(iii) 최단기간이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雇傭契約의 최단기간

은 법정최장기간(3년)으로 단축된다. 법정최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당사자는 

民法 제660조에 의하여 解止權을 갖는다. 그리고 약정최장기간의 경과로 雇傭

契約은 종료된다.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4년 최대한 10년 고용한다

는 약정이 있다고 가정하자. 雇傭契約은 3년간 존속이 보장되어 3년 이내에는 
누구도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없으나, 3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나 雇傭契約

을 解止할 수 있고, 10년이 경과하면 雇傭契約은 자동 종료된다.

라) 어떠한 종류의 기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기간에 대하여서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民法 제660조만이 

적용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雇傭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2. 期間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勤勞契約의 원칙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 勤勞基準法 제23조의 개정 내지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

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살펴보았다.59)

勤勞基準法은 勤勞契約이 勤勞期間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규

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民法 제660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勤勞基準法은 경제적 약자인 勤勞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使用者의 解止權

의 발생과 解止의 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제30조, 제32조)을 두고 있으므

로 이에 의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즉, 使用者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勤勞基準法 제30조) 그리고 

59) 전술한 Ⅲ. 3. 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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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解止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勤勞基準法 제

32조).60) 따라서 勤勞者만이 民法 제660조에 의하여 勤勞契約을 언제나 解止

할 수 있게 된다.

Ⅴ. 結語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첫째, 民法 제659 내지 제662조상의 雇傭期間은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民法 제659조의 기간은 확정기간과 최단기

간, 제660조의 雇傭期間은 확정기간, 제661조의 雇傭期間은 확정기간과 최단기

간을 그리고 제662조의 雇傭期間은 확정기간과 최장기간을 의미한다. 둘째, 民

法 제660조 제3항의 보수를 정하는 기간은 최단기간을 의미하지 않고, 본항은 

解止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특칙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民法 제
659가 雇傭期間이 법정최장기간(3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解止權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기간에 대한 약정 자체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묵시의 갱신(民法 제662조)은 법정최장기간

(3년)을 위반하는 雇傭契約에도 인정되며, 갱신된 雇傭契約은 民法 제662조 제

3항의 형식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雇傭期間을 갖는다.

한편 民法 제659조 내지 제662조는 勤勞基準法에 의한 수정을 받는 범위 
내에서 勤勞契約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民法 제6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勤勞基準法상의 解雇의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정당한 사유에 기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勤勞契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간의 약정에도 불구하

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勤勞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고용의 보장을 통하여 勤勞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인 방법으로는 勤勞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勤勞基準法 제23조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60) 상세한 것은 注解[ⅩⅣ], 408-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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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

Les problèmes relatifs à la durée du contrat de 

louage de service et du contrat de travail
61)

Hyo-Soon Nam
＊

En général on distingue deux sortes de la durée du contrat; la durée      

déterminée et la durée indéterminée. Cependant, en parlant précisément, il y a 

trois sortes de la durée; la durée déterminée, la durée minimum et la durée 

maximum. Le contrat ayant la durée minimum, celui ayant la durée maximum 

ou celui ayant d'une part la durée minimum d'autre part la durée maximum 

constitue le contrat de la durée indéterminée. En revanche, le contrat de la 
durée déterminée veut dire celui ayant la durée qui est en même temps la 

durée minimum et la durée maximum.

Les articles de 659 à 663 du Code civil posent des principes en ce qui 

concernent la durée du contrat de louage de service. Il faut noter que les  

durées de ces articles ne sont pas de la même notion. En premier lieu, la  
durée de l'article 659 est la durée déterminée ou la durée minimum. Ainsi, 

l'article 659 qui limite la durée maximum en 3 ans peut s'appliquer non 

seulement au contrat de la durée déterminée mais également au contrat de la 

durée minimum. Le contrat dont la durée dépasse 3 ans n'est pas nulle. Il 

reste valide sauf que les parties puissent résilier le contrat après 3 ans, ce qui 

est confirmé par la jurisprudence. En deuxième lieu, l'article 660 qui prévoit 
la résiliation du contrat de la durée indéterminée peut être applicable au 

contrat ayant la durée minimum, à celui ayant la durée maximum ou à celui 

ayant d'une part la durée minimum d'autre part la durée maximum. En   

troisième lieu, la durée de l'article 661 relatif à la résiliation inévitable du 

contrat signifie la durée déterminée et la durée minimum. En quatrième lieu, 

＊ Professeur en droit civil, Faculté de droit, Université nationale de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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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urée de l'article 662 concernant le renouvellement tacite du contrat signifie 

la durée déterminée et la durée maximum. Contrairement à ce qui est soutenu 

par la doctrine minoritaire, la durée, l'unité périodique de la rémunération, de 

l'alinéa 2 de l'article 660 ne peut pas être considérée comme la durée 

minimum. Cet alinéa ne pose que le principe particulier relatif au moment où 

prend l'effet la résiliation du contrat. 

Le contat du traivail est soumis également aux articles de 659 à 663 du 

Code civil sauf quelques modifications dues aux caractères particuliers de clui- 

là et faites par le Code des conditions de travail. Concernant le contrat du 

travail dont la durée dépasse la durée maximum légale, 1 ans, la souluion   

dégagée de l'article 659 du Code civil est applicable; le travaileur peut résilier 
après 1 ans de la durée maximum légale du Code des conditions de 

travail(art. 23) alors que l'employer n'a pas le droit de résiliation sauf le cas  

où il a la juste raion(art. 30, alinéa 1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