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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통상임금은 평가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자마다 그 입장의 편차가 존재하고 

실무상 혼선을 빚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판례입장의 변화와 판례와 행정해석의 현격한 견해

차는 이러한 혼선을 더욱 부추긴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법원은 

지급형태상의 정기성과 일률성의 요소를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그리고 임금이분설이 폐기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실체적 요소인 

‘소정근로의 대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그런데 고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와 행정해석 공히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판단표지로 삼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그 

판단이 사뭇 다르다. 하급심 판결도 제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근 전원합의

체에 회부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고정성의 요건에 관한 판례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론을 개진

하고 있는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정성의 요건이 과연 적절한 요건인지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비록 이 요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지금과 같이 지급액의 고정성으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셋째, 통상임금의 본원적 판단요소인 ‘소정근로의 대가’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통상임금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어: 통상임금, 임금이분설,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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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최근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소송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163개 사업장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업종별로는 운수업(101개 사업장), 제조업

(44개 사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수당을 포함시켜 연장

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또는 연차휴가 수당 등에 있어 미지급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들이다. 고정상여금을 비롯하여 하계휴가비, 명절 귀향비, 

선물 또는 선물비, 유류티켓,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수당, 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 논란이 되는 수당의 카탈로그도 실로 다양

하다.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2012년의 금아리무진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로 통상임금 문제가 세인의 관심을 끌게 되었지

만,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그 이전의 사건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수당과 달리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1)이 

워낙 크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법제도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2)하다는 지적이 거세어지고 있다.

그런데 금아리무진 사건 이후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

된 사건이 하급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법원마다 결론을 달리하거나 상호

1) 그 영향효과와 관련하여 경총의 38조 원, 한국노동연구원의 21조 원, 한국노총의 5.7조 원 

등 다양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 통상임금관련자료(2013. 6. 27), 

12면 이하 참조. 구체적인 분석자료로 이형준, “통상임금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경제적 

영향”, <통상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및 노동문제연구소․한

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 주최 노사정대토론회 자료집(2013. 6. 5), 19-20면; 정진호,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임금/노동비용 변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 토론회 자료집(2013. 5. 28), 53-70면; 정진호, “통

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노동비용 변화”, 월간 노동리뷰(한국노동연구원, 2013년 8월호), 

33-49면; 김유선,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사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통상임금관

련 법률해석의 올바른 정립과 임금체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정책

토론회 자료집(2013. 5. 30), 55면 참고.
2) 경총은 인건비 상승과 일자리 감소(37만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정기상

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 예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임금체계의 합리화와 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

시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위의 임금제도개선위원회, 통상임금관련자료, 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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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어3)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동일한 문언을 두고 이렇게 서로 상반될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 중 하나는 문언의 의미의 한계(Umfang der Sinne)를 

벗어난 법규위반의 해석(contra legem)이 아닌지, 이것이 본고의 기본적 문제의식이

다. 우선 이러한 혼선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추적해야만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최근 ‘고정성’의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소송사례들을 분석, 소개하고 

이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왜 혼선이 빚어지는가?

1. 통상임금의 평가적 속성

1) 법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개념

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 혼선을 피하기가 힘들다. 유사한 사례에서의 엇갈린 결론, 

동일한 명칭의 수당인데도 상이한 법적 판단, 시계열적인 법원의 입장 변화, 판례와 

행정해석의 불일치 등 현장의 실무가들이 이해하기에는 벅찬 난제들이 통상임금 

개념에 내재되어 있다.4)

2) 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통상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적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사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를 

상세히 정립한 이후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量 및 質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3) 이에 관한 최근의 분석자료로 김성수,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례분석”, <현행임금

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최 세미나자료집(2013. 7. 

9) 참조.
4) 이에 관해서는 이철수, “현행임금제도의 비판적 검토”, 노동법연구, 제12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2002.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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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는 공식을 제시하고5) 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개념의 추상성

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적용과정에서 인식의 편차가 존재해오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예규 제4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012. 

9. 25.) 제3조 제1항에서 통상임금을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평균임금․통상임금 각 범위에 속하는 임금항목을 예시하고 있다.

3)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 소정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실질적 요소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지급형태상의 요소를 제시한다.

소정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소정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여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소정

근로시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는 의미이다. 즉 통상임금은 노동력(노동)6)의 

노동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노동력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하였는가가 해석

론상 주요 관심사이다. 그 결과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실제 지급액이 

변동되는지의 여부는 이 개념과 연관성이 없다.

이런 점에서 평균임금이 사후적․산술적 의미의 임금개념인 데 반하여 통상임금은 

사전적․평가적 의미의 임금개념이다. 전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당시(예컨대 퇴직 또는 휴업일) 당시의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급여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3개월의 임금 총액을 산정기초로 삼는다. 그러나 통상

임금은 예컨대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통상의 노동력의 

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6) 노동력과 노동의 개념 구분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과거 법원이 취했던 임금이분설적 

입장에서는 중요한 규범적 의미를 지닌다. 현재에는 임금이분설이 폐기되고 법학자마다 

위 개념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존재하여 여기에서는 편의상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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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고려하여(판례의 표현을 빌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한 대가) 이를 산정한다. 시행령이나 판례상의 ‘지급하기로 약정된’이라는 문구는 

통상임금의 사전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의 해당 여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행정해석 

또는 판결 간에 서로 모순 충돌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이유도 바로 이 사전적․평가적 

성격에 기인한다. 요컨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 또는 소정

근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관행 등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밝히는 작업이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상이라는 실질적 요소에 관한 해석론적 탐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임금이분설을 취할 때에 법원이 보장적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의 사용가치가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

하였음 상기해보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임금일체

설의 입장을 취하게 됨에 따라 임금 중에 소정근로의 대가인 부분(교환적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보장적 부분)을 구별할 법리적 근거는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와 법원은 지급형태상의 고정성과 일률성에 초점을 맞추어 통상임금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2.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 법리의 변화7)

1990년 서울대병원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본공식이 정립된 이후 법원은 

그 개념요소와 관련하여 법리를 변경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일률성과 정기성의 해석을 달리하였다. 

1) 임금지급기를 초과한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정기성의 관점

기존의 판례는 1개월을 넘는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이 강하였으나,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에

서 종전 입장을 바꾸어 1임금지급기를 넘는 기간으로 정해진 임금이더라도 통상임금

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결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7) 이 부분은 이철수, “통상임금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화”, 노동법연구, 제17호(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편), 관악사(2004. 12).
8)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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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은…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

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

이후 대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9) 따라서 과거와 달리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월동수당, 고정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게 되었다. 

2) 일률성 개념의 변화

과거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률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

지만, 1990년도 초중반부터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킨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10)

고정적 조건이란 예컨대 일정한 기술․자격․면허증 소지자, 특수작업이나 위험

작업에 고정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작업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역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수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정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지급하는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

수당, 벽지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비고정적, 가변적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면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지 않는다.11)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진정 가족수당12)을 생각하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600m 이하 심부작업에 대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9)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767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등.
10)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11)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12) 대법원 1990. 12. 29.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0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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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작업진행에 따라 간헐적인 근무에 불과하다면 이는 일률적 

급여로서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13) 승무원이 국내선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이ㆍ착륙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이․착륙 수당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14)

3) 임금이분설의 폐기와 그 영향

임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의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이후에 통상임금의 외연과 관련하여 법원의 

태도가 많이 변화하였다.

과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복리후생비를 교환적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에의 해당성을 부인한 사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우선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 이외에, 

나아가 이러한 일반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들 가운데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그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을 제외한 이른바 근로의 제공에 대한 교환적 성질을 

가지는 임금만을 지칭한다고 할 것이니 일반적 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임금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상성 이외에 나아가 ‘근로의 교환적 대

가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15)

요컨대 임금이분설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교환적 임금은 통상임금에 친하였지만 

보장적 임금은 근로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를 주

저하였다.

그러나 임금이분설이 폐기된 현재에 와서는 기본급 등의 교환적 부분과 복리

후생비 등의 보장적 부분을 구별할 법리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법리 

변화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변화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식대비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6) 

1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1979 판결 

등 참조.
1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15)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6. 선고 89가합59412 판결(병합).
16)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72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07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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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체력단련비나 월동보조비와 같이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복리

후생비에 대해서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7) 또한 복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사례도 

발견된다.18)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라면(일종의 부진정가족

수당), 그 가족수당의 절반은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으

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19) 그 외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개인연금 지원금도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0)

요컨대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과거 임금성의 인정에도 인색하던 

태도를 벗어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에는 지급형

식상의 ‘고정성’과 ‘일률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에의 해당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이 경우 현물급여 또는 통화로 지급하는지의 여부는 통상임금에의 해당성을 판단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판례와 행정해석의 엇갈린 해석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판례 법리와 행정해석 모두 지급형태적 측면에서 

정기성, 일률성 및 고정성을 판단 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에 대한 이해와 정기성과 일률성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정근로의 대가를 이해함에 있어 판례는 임금일체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

으나 행정해석은 과거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 임금이분설에 기초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보장적 임금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이나 여타의 수당과 법적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정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1임금산정기간” 외에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1임금산정기간”을 

17)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1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0777 판결.
1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2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0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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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여 지급된 임금 항목도 인정한다. 정기상여금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일률성과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 이 요건이 충족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속수당이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고정성과 관련하여 행정해석과 판례 공히 근무실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로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수당별로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근속수당

행정해석은근속연수에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

금에 포함시키고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판례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류적 경향이다.

불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입사한지 1년이 되고 매월 7일 이상 승무한 경우 1년 근무를 기준으로 근속연수 

10년까지 매년 같은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근속수당은 실제근무여부 또는 

근무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1)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당 정액의 근속수당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고, 근속연수에 구애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22)

  “3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3)

2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7955 판결.
22) 대법원 1993.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2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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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매월 일률적으로 근속연수 1년당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산정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4)

  “1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것은 은혜

적인 배려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

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

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5)

2) 식대보조비 

행정해석은소정근로의 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없는 것이므로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식대

보조비가 매월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는 포함한다. 

판례는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몇몇 있지만26) 실제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임금지급내용, 임금지급실태 등으로 보아 입갱수당, 광산근무수당, 식대보조비 

등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

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또는 매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27)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양 및 질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수령한 임금이나 실제근무한 일수에 관계없이 고정적․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을 말하는 바,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일급임금으로 봄이 상당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8)

2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9335 판결.
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2002. 7. 23. 선고 2000다29387 판결.
2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0777 판결 참조.
2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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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

정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9)

3) 승무수당 

행정해석은 승무수당이 근무일과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에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무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승무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킨다. 

판례도 행정해석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안내원이 승무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기사에 한하여 노선 구분별로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개폐수당” 및 승무직 종업원에게 노선별, 거리별로 일정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승무 직종별로 1km당 일정액을 지급키로 한 “키로

수당”은 일정범위내의 근무일수, 근무성적 및 운행실적이 있어야 지급되는 수당이

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30)

  “근무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승무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통상임금

에 포함된다.”31)

4) 가족수당

행정해석은 가족수당이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가족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임금성을 부정한다.

판례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면 가족수당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32)

2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9620 판결.
2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573 판결.
30) 대법원 1992. 2. 4. 선고 91다1795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3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570 판결, 전주지법 2012. 1. 3. 선고 2210가합5105 판결.
3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3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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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33)

5) 상여금

행정해석은 1개월 이상 단위로 설정된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하고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판례는 1개월 이상 단위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 또는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

시킨 사례가 1990년도 초반에 있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임금(상여금 등 1개월 이상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34)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임금에서 제외

된다.”35)

  “상여수당은 연간 사업실적과 직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36)

  “일정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 4회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조합 소속 임․직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37)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6개월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

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3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카550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34)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3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3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37)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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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38)가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비추어 보면, 

우선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

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

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

으로써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6) 기타 복리후생적 수당

행정해석은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수당의 경우 일부 근로자 또는 출근일수․

가족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임금성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일률적이고 고정적

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

판례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한 복지후생적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사례39)

가 있으나, 출근일수에 차등을 두거나 실제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복지후생적 수당은 통상임금에 제외하는 사례40)도 있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

주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일수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기적․일

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39) 연 1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효도제례

비․연말특별소통장려금․출근보조여비(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1388) 등.
40) 연료수당․출근장려수당(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무사고수당(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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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정성’을 둘러싼 새로운 대공방

금아리무진 사건 이후 고정성을 둘러싼 소송상의 공방이 주로 상여금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고정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1996년 이래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법리41)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등이 “실제의 근무

성적”에 따라 변동되는 비고정적 금품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임금성이 논란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들을 보면 이와는 달리 사전적으로 미리 상여금의 지급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이를 근무성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비고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문

제시된다. 

지금까지의 판결례들을 보면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속기간 요건, 재직요건과 

실제근무요건을 두었을 경우 이것이 고정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다투

어지고 있다.

근속기간요건은 일정한 근속기간에 달한 자(예컨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 지급

방식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직요건은 상여금지급 당시 재직해야만 상여금이 지급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약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건의 유형을 보면 1) 중도 퇴직하면 아예 상여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2) 중도 퇴직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실제근무요건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단위기간(상여금 600%의 경우 

2개월, 상여금 400%의 경우 3개월)동안 실제 근무일수와 연동하여 상여금을 지급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약정을 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건 유형을 보면 1) 상

여금의 지급액수가 실제 근무일수와 단순 비례하는 경우 2) 실제근무일수가 일정한 

비율에 이를 때까지는 단순비례하고 그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3) 실제 

근무일수가 일정한 비율에 이르지 않으면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4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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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42)

이상의 편의상 분류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판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상여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해 다룬 세 개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원심판시의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

급일에 각각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만 입사 1개

월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와 휴직․정직․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상여금 지급기간 중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업무상 부

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상여금 지급기

간의 2분의 1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일수를 근거로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1991. 4. 4. 개정된 운영규정 제112조 참조)에 

비추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은 결국 피고 조합들 소속 임․직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

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B.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

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

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C.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 형

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에 ‘상여금 지급은 

매분기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라고 규정하면서도 곧이어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

42) 김지형, “판례가 말하는 통상임금표지로서의 ‘고정성’에 관하여”,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표문(2013. 7. 26),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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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계산 지급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의 의미가 기

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비록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

급하겠다는 것이라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

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가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A판결과 B판결은 근속기간 요건과 재직요건을 둔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비고정적인 것으로 판단한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C(금아리무진)판결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고정성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일률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 앞의 두 판결과 대비된다. 그리고 

재직요건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점은 퇴직자에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이다. 뒷부분의 ‘기본급과 

마찬가지로’라는 문구와 조응하여 보면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언의 의미를, 

본건과 같은 경우는 중도퇴직자에게 상여금 지급방식을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도퇴직자에게 아예 상여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상여금 지급방식을 달리한다는 취지를 규정을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C판결43)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44) 

43) 이 판결과 관련한 연구로 이원희,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법률, 통권 

제252호(중앙경제사, 2012. 5); 김소영,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의한 분기별 상

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법률, 통권 제257호(중앙경제사, 2012. 7); 김홍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노동법학, 

제42호(2012. 6); 김영문, “금원의 통상임금해당성 판단에 관한 기존의 비판적 고찰”, 

노동법학, 제43호(한국노동법학회, 2012. 9); 이정,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법리의 재검토”, 

노동법학, 제43호(한국노동법학회, 2012. 9); 박지순, “통상임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인사조직학회 정책심포지움 자료집(2013) 등 참조.
44) 이에 대해 김성수는 금아리무진 판결이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듯한 판시를 하면서도 

고정성이 인정되는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하급심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재직기간 비례가 중요한 요건이라면 왜 다른 수당의 경우에도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 김성수, 앞의 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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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여금 관련 하급심 판결의 경향4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정기성’과 ‘일률성’에 관한 법리는 확립되어 

있는 만큼 최근의 하급심에서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된 다수의 사례에서는 근속

요건, 재직요건, 근무일수요건을 들거나 이들 요건을 조합하여 고정성을 부정하고 

있다. 몇몇 판결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여금 지급 기준액에 라인수당이나 IDC 수당 등 개별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는 수당이 포함된 점,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휴직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지급액은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를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46)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상여금 산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하였는지(지급월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

기로 하는 규정이 없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및 1년의 근속

기간을 충족하였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

지므로 이는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7)

  “이 사건 상여금은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정적인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제22조에서 정한 지급시기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①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실제 지급되는 월 기본급은 임금협정 제9조에 의하여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여금 또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수가 변동되게 되는 점(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만료시까지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 

45) 이하에서 인용하는 판결의 내용은, 김성수, 앞의 글, 18면 이하를 참조한 것임.
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0가합21307 판결.
47) 인천지방법원 2013. 5. 19. 선고 2012가합4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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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

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48)

정기상여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성을 긍정한 사례로, 재직요건은 고정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근무일수요건이 휴직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

비한 것이라면 고정성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 

상여수당은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등이 

있으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례보다 소수이다: 

  “피고 주장과 같이 정기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직자라는 특수한 예외적 

경우 등을 상정하여 정기상여금이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월할 

또는 일할 계산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으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개인연금보험료 등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월할 또는 일할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49)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

하는 날이 상여금 지급일 15일 전 미만인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 후 복직’이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상여금의 각 지급기간인 1개월 또는 2개월 중 15일 미만의 기간만 

근무한 경우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정기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일급제 수당이라 할 것인데, 이 경우 월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50) 

  “상여수당을 보건대, 보수규정 제20조는 상여수당을 기본급의 200%로 하여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각 50%씩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4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14. 선고 2012가단37996 판결, 유사한 사례로 서울서부지방

법원 2013. 4. 18. 선고 2012가합6554 판결.
49) 인천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0가단89400 판결.
50) 인천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0가단89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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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봉급을 3으로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근무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여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일반직․

기능직 근로자에게 각자의 재직기간에 상응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금액의 상여수당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51)

상여금의 경우와 달리 통상적 수당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요건을 무노동무임금 원

칙에 따른 감액사유로 보고 고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

반적 경향이다. 

3. 평가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근무일수를 근무실적의 하

나로 파악하고 있어 이를 고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지표로 삼고 있고, 고정

성의 의미를 지급액의 고정성으로 좁게 관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점은, 월급제를 택하면서 근무일수

에 따라 월별로 기본급의 변동이 초래되도록 임금체계가 설계되었다면, 이 경우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의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당연한 법리52)인 바, 고정성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기본급은 항상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

리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감봉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당연시

하는 바, 그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징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본급을 

비고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까?53) 기본급에 어떠한 지급조건을 달더라도 누구도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상여금의 경우는 판례와 같이 기본

51) 인천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1가합24056 판결.
52)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

다60890 판결 등 참조.
53)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김홍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노동법학, 제42호(2012. 6), 3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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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과 달리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임금이분설이 폐기된 이후로 줄곧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당의 경우 

이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고정성 요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여금과 이들 수당과는 달리 취급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대표적으로 제수당의 지급조건과 관련하여 근무일수요건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판례는 이를 임금청구권의 제한 요소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할 뿐 상여

금의 경우와 같이 통상임금의 본질을 건드리는 요인으로 해석하기를 꺼려한다. 현

행법의 해석상 이러한 이분법이 가능한가?

임금일체설을 취하는 이상,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거나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고54) 사후적으로 지급되어 

상여금의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정성 해석과 관련하여 상여금을 

기본급이나 수당과 달리 취급할 법적 근거는 찾을 길이 없다.55) 통상임금은 원칙

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56)인 바, 

근무일수를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 이를 통상임금성 조각사유로 삼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그렇다면 ‘고정성’의 법률적 의미를 종전과 달리 해석해야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고정성은 근로기준법의 해석상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에 고정성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고정성불법론’이 제기되기도 한다.57) 판례상의 고정성 요건은 일률성 판단에서 

그 ‘조건의 고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견해,58) 지급액이 고정된 

‘절대적 고정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지급조건이 고정된 ‘상대적 고정성’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견해59) 등의 방법론적 고민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고정성이라는 

5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참조.
55) 이러한 사고의 방향은 경제학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경준 박사와 일치한다. 그는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소정근로의 대가가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며, 통상임금의 

문제를 현행의 방식대로 일부의 수당이나 일부 고정상여금을 제외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유경준, “통상임금관련안”, 임금제

도개선위원회(2013. 8).
56)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등 참조.
57) 김기덕, “통상임금 개념요소로서의 고정성”, 노동과 법, 제6호(2006. 4), 192면, 198면 

참조.
58) 유성재․임서정,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노동법포럼, 제9호(2012. 10), 249면. 
59) 하갑래, “통상임금제도의 변화와 과제”, 노동법학, 제44호, 한국노동법학회(2012. 12), 

1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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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개념은 매우 곤혹스러운 존재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기능과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임금은 사전적으로 확정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적 확정의 요청이 고정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 

것60)이기 때문에, 그 개념적 유용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지형 

변호사가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이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고정성의 판단 표지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금청구권 행사 

범위를 주의적, 확인적으로 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본질이 달라질 것은 아니기 때문61)이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징표 또는 외형적 지급형태로의 함몰62)을 경계하면서, 통상임금의 문언적 의미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제도화한 취지에 기초한 규범조화적인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불명확성을 극복할 것을 주문한다.63)

2) 필자의 소견으로는 ‘고정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급형태적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개념요소에는 지급형태상의 요건 외에도 

소정근로의 대상이라는 실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바, 실질적 요소가 본원적 의미를 

지니고 고정성․일률성 등의 표현은 이를 보강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

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고정성’과 ‘일률성’의 요건은 그 자체의 문언적 의미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여 지급하기로 

된 것인가’라는 본원적 판단에 있어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질적 요인과 지급형태상의 고정성․일률성의 관계는 마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와 유사하다. 고정성․일률성이 인정되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추정될 개연성은 높지만 반대로 고정성과 일률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된다고 

60) 권혁,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서 ‘고정성’판단의 문제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하계학

술대회 발표문(2013. 7. 18), 36-37면. 권혁 교수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의 최저금액으

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기술적으로 평균임금의 일시적인 변화로 말미

암아 나타나는 가변성을 통상임금의 고정성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풀이한다.
61) 김지형, 앞의 발표문, 2면 참조.
62) “징표는 징표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징표에만 함몰되어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착각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김지형, “우리 임금법제의 현황과 과제”, 현행 임금

법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세미나 발제문(법무법인 지평지성, 2013), 18면.
63) 김지형, 앞의 글,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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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근무일이 정기적이고 결근이 이례적인 경우와 사업의 

성격상 결근이 잦고 이직율도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을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고정성과 

일률성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별하지만, 항시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체적 요소에 의해 규범적 여과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유연화 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항목을 

변동상여금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와 같이,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의 주관적 

의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불합리하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고정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자주 거론되는 재직요건은 근무성적과 아무런 관

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직요건은 상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퇴사한 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

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그 지급내용이 사전적으로 확정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고정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여금의 1임

금지급기는 예컨대 400%인 경우 3개월로 해석되고 3개월 간 소정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임금액의 변동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족하지 제3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고정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지의 여부는 일

률성의 요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률성의 요건은 누구에게(to whom)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고 고정성의 요건은 무엇을 어느 정도(what and how) 

지급할 것인가의 물음64)이다. 일률성 심사를 통해 적용범위가 정해지면 그 인적범

위 내의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 변동성 여부를 묻는 것이 고정성의 문제라고 해석

하는 것이 통상임금의 기능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앞의 사례들을 보면 중도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직기간65)에 비례

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64) 이 점과 관련하여 김기덕은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로서의 일률성은 임금지급대상의 

비차별성, 동등성 혹은 통일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고정성은 임금지급액의 불변

동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라고 분석한다. 김기덕, “통상임금 개념요소로서의 고정성”, 

노동과 법, 제6호(2006. 4), 193면. 현재 일률성을 “일정한 고정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성과 고정적 조건의 

해석에 있어 일부 하급심판결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보인다.
65) 판결례에서 쓰는 표현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여금지급기간 중에 몇 달을 

근무하였는가를 표현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상여금지급기간 내에서의 근무기간’이라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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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아리무진 사건에서 이 사정을 고정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은 타당하다. 왜냐하면 근로제공기간이 짧았는데도 비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비고정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시간당으로 분할해서 계산해 보면 비례적 지급의 경우가 그 

액수가 일정하다.66)). 문제는 중도퇴직자에게 근무기간을 묻지 않고 상여금 등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약정이 현행법상 효력이 있는가라는 점이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예컨대 3월, 6월, 9월, 12월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3달치 근로의 대가가 쌓인 것이고 다만 그 지급방식을 3달에 한 번

꼴로 한다는 것이다. 상여금이나 수당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중도퇴직자에게는 

최소한 재직기간 또는 근무기간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무시하고 수당청구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을 

계기로 고정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를 들어 통상임금에의 해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임금제도의 취지, 통상임금의 기능과 

필요성, 통상임금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정한 근속기간에 달한 자(예컨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 지급방식을 달리 

규정하는 근속연수 요건은 일률성의 요건으로 보아야 함은 재직요건의 경우와 

동일하다. 금아리무진 사건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을 달리 하였다고 

해서 고정성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마치 일반사원과 

과장을 분리해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의 지급형태나 지급기준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통상임금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4)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도구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확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통상임금개념을 

도입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근로의 가치를 적정67)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의 

66) 김성수는 상여금 지급기간 중의 재직기간을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상여금을 월할 계산한 

사실이 오히려 고정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판시한 것으로 평가하는 바,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앞의 글, 16면. 
67) 단적으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종업원의 연봉 평균이 1억원 정도인데 기본급은 3000

만원 선이다. 나머지는 주로 초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변동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연봉의 1/3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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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요소 중의 하나인 ‘고정성’도 이러한 통상임금의 사전확정성68)과 적정반영 

필요성이라는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인섭 교수는 

고정성을 사전확정성으로 이해하면 족하고, “앞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받게 될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는 임금’”69)이면 고정성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통상임금의 취지를 잘 살린 탁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예상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추가하였다

고 해서, 이를 바로 통상임금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주관적 의지로 인해 객관적 법질서가 형해화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본래 법률행위시의 조건 설정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뿐 원칙적

으로 법률행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 재직비례요건이나 근무일수요건은 사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금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실로 이해하여야지, 

사전에 미리 확정된 통상임금의 범위를 소급적으로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70)하여

서는 안될 것이다. 더구나 근무일수요건 등은 취업규칙을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성이 

있음은 다언을 요치 않는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이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의 변동되는지의 여부를 고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미치는데, 이 금액이 근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68) 최근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에서(이른바 한국

GM 사건) 차등지급되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서울고

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09나6914 판결을 뒤집었는 바, 사정확정성을 중시한 판결

이라 평가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전년도 성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연봉에 반영하면 

가산임금의 산정기초 임금(regular rate of pay)에 산입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권순원, “미국 기업의 임금구조 관련제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표문(2013. 8) 참조.
69) 정인섭, “임금법상 비교대상임금과 통상임금”, 노동법연구, 제21호,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2007), 138면 참조.
70)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근무성적에 따라 기본급의 400%에서 800%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무성적에 연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정성이 

없다고 단정하여 일체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야 하는가? 고정성의 의미를 가장 엄격히 

해석하여 지급액의 절대적 고정성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400%는 고정된 것은 아닌지?  

어느 쪽이 소정근로의 대가를 잘 반영하는 해석일까? 400%를 고정적인 것으로 해석

한다고 사전확정성이 훼손되는가?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김홍영은,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 또는 (
–

)되어 지급되는 부문만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김홍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노동법학, 제42호(2012. 6), 3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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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지적한 김지형 변호사의 주장에 찬동한다. 앞서 언급한 바의 하갑래 교수의 

상대적고정성론, 유성재 교수의 일률성보완론도 이러한 고민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다.

IV. 결

1) 통상임금은 평가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자마다 그 입장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법원은 지급형태상의 정기성과 

일률성의 요소를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그리고 임금이분설이 폐기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실체적 요소인 ‘소정근로의 대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 점에서 임금이분설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복리후생비 상당 부분의 임금성마저 부인하는 노동부의 예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상임금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상임금문제는 기본적으로 임금체계의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복잡성은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 사용자의 임금유연화 전략, 노동조합의 전

략적 동조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둘째, 기본급의 비중이 매우 낮은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제수당 종류와 비중, 상여금의 비중이 사업장마다 

천차만별71)이다. 노사의 상호양해로 임금체계가 형성된 대규모, 유노조 사업장일

수록 수당의 종류가 많고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셋째, 통상임금이 노동의 가치를 대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할증율을 낮추는 효과72)가 있고 이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 

현행의 임금체계상의 난맥상은 정부정책, 노사관계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바, 이 중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의 

71) 이에 관한 가장 최근의 통계자료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임금제도개선위원회논의자료 2 

(2013. 7. 24) 참조.
72) 김유선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 평균이 18,000원임에 비해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당 임금 평균이 14,000원으로 추정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 통상임금관련자료, 2013. 6. 27, 17면). 이것이 연장근로의 유인으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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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가산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최근의 

상여금 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초과근로수당의 계산에 관련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장시간근로의 문제이다. 나아가 업종, 기업규모, 고용형태, 노사관계의 지형에 따라 

임금체계의 차별성이 심하고 임금구성 항목 간의 불균형성, 기형성으로 인해 생기는 

노동사회학적 병리가 심각하다. 이런 기현상에 법은 일조하지 않았는가? 향후 문제

해결에 법은 기여할 수 없는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법해석상의 혼선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배가시켰으며, 향후 합목적적인 법해석을 통해 문제해결에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할은 종국적으로 법원의 몫이다. 

3) 고정성이 현재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는 바,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을 판단

하는데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해 우선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요건은 일찍이 

판례가 형성한 요건인데 그 의미를 지급액의 절대적 고정성으로 좁게 이해하는 한, 

현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선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액수의 변동이 있으면 바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평가하면, 그 실체는 무엇인가? 사용자의 은혜이고 임금이 아니란 말

인가? 판례에 따르면 임금성은 인정하고 있는 바, 결국 이 부분은 근로의 대가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근로의 대가와 소정근로의 

대가의 법률적 의미를 이렇게 구분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판례의 문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 제공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근무일수를 반영하였다고 해서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파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성의 개념적 유용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간의 

탈법적 관행을 고려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해석론상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고정성 요건의 규범적 위상을 달리하는 방법이다. 고정성을 지금과 같이 

독립된 개념 요소가 아니고 하나의 유형적 고려요소로 관념하자는 것이다. 독립된 

개념요소로 위치지우고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데 급급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기능과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탈법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고정성의 물신화 현상이다. 통상임금이 노동단가(wage rate)를 제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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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사전확정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인 해석론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정성의 판단표지를 바꾸는 방법이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의 변동이 초래되는지의 

여부’로 고정성을 판별하다 보면 분쟁만 가속화시킬 따름이다. 앞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특히 근무일수요건을 기준으로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 법리에도 

친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근무실적이라고 하면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나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연봉제나 성과급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인사고과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는 요인이다. 

그러나 소송사례를 보면 이와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툼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례는 

연공서열제가 채택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쟁송이다. 그리고 나와 무관한 내 동료가 

중도에 퇴직하였거나(재직요건과 관련된 경우), 파업에 참가하거나 내 스스로 징계를 

당해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근무일수요건의 경우)와 같이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임금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고의 위험에 직면

하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근무실적이라는 요소를 고려한다. 요컨

대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상태로 진행되는 변태적 다툼이다. 

성과급의 본래적 모습은 경영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고 그 결과 지급액이 

변동적이다. 이는 임금성도 부정될 수 있는 임금 지급형태이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이나 제 수당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예정된 대로 근로가 실현되고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외적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전확정성과 고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를 예상하여 ‘사전에’ 그 지급조건과 지급액이 확정

되어 있으면 이미 ‘고정적’이다. 판례의 문구를 빌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

이거나 일시적인 경우’ 또는 ‘개인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의존하는 경우’73)를 

73) 개별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변경(?)은 통상임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최근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에서는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

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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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고정적인 성격을 지

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정성의 물신화로 본말이 전도된 입론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휴직이나 징계로 인해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상여금

이나 수당 등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은 통상임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청구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하급심 판결례가 보다 통상임금 법리를 잘 파악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투고일 2013. 8. 11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

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

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

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

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

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진료포상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

으로 판단한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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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lemma of the “Fixedness” Element 

in the Regular Wage Rate 

– Trends and Issues from Recent Judicial Decisions –

Lee, Cheol Soo*

74)

Because of its evaluative nature, there has been many confusions, both in practice 

and in theory, regarding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regular rate of 

payment.’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is confusion is attributed to complex and 

rather ambiguous nature of wage system in Korea. More regrettably, judicial decision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have added to this confusion. Since mid-1990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flexible interpretation regarding periodicity and consistency 

of the paying method, thus expanding the scope of regular wage. Moreover, by 

discarding the dual theory of wage, the court now adopts a different understanding on 

remuneration for ‘prescribed working hours’ —a substantiative element of regular wage. 

With regard to the elements of ‘fixedness’, both judicial decisions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look to whether the decision to pay, or the amount of payment 

depends on work performance. Nevertheless, the outcome of the decision varies 

among appellate courts; a supreme court decision is being awaited.

In light of this circumstanc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rrect interpretation on 

the element of ‘fixedness’ —main thesis is as follows. 1) a critical assessment on 

whether the element of fixedness, in the beginning, is an appropriate one. 2) conceding 

that fixedness is a necessary element, current judicial interpretation is way too 

narrow. 3) Lastly, the interpretation regarding ‘prescribed working hours’ should be 

rendered in light of the proper purpose and function of the regular wage system.

Keywords: regular rate of payment, dual theory of wage, fixedness, periodicity, 

consistency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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