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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판교지역 IT·게임산업 노동실태 및 

노사관계 과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유니온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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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판교지역 IT·게임산업 노동실태 및 노사관계 과제

판교지역 IT·게임산업 노동실태 및 노사관계 과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유니온센터 이사장)

1 머리말 ��숨겨진 노동 찾기

1) IT·게임 산업 노동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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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김종진(2020),『IT게임산업 특징과 노사관계 개선방향 연구』, 《KLSI 이슈페이퍼 2020-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와  화섬노조 IT위원회(2020), 『판교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계적 내용과 정책과제를 보완한 것임.

1) IT·게임업계의 ‘크런치모드’(crunch mode)는 게임이나 프로그램 등 제품 출시를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지속하는 

것을 말함. 3개월 이상의 고강도 노동을 하다 보니 일상의 피폐함이 심각한 상황이며, 그간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고, 벤처정신, 열정이라는 이름하에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IT와 게임업체로 지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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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게임 산업 노동시장 특징 분석 ��전국 및 성남 IT 노동비교2) 

1) IT노동자 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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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개정 중분류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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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취업자 및 IT노동자 추이(2008년~2020년)

전국 성남지역 사업장

전체 

취업자

(천명)

IT노동자

(천명)

전체 취업자 

대비 IT노동자 

비중(%)

연도별 

IT노동자 

증감률(%)

전체 

취업자

(천명)

IT노동자

(천명)

전체 취업자 

대비 IT노동자 

비중(%)

연도별 

IT노동자 

증감률(%)

2008 23,163 316 1.4 376 21 5.6 

2009 23,029 327 1.4 3.3 390 27 6.9 28.7 

2010 23,144 308 1.3 -5.7 370 23 6.2 -14.3 

2020 25,555 516 2.0 10.0 462 51 11.0 3.3 

IT노동자 

2008년 대비 

2020년 변화

200천명 증가

(63.3% 증가)

30천명 증가

(142.9% 증가)

*자료: 통계청, 2008~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표 2> 성남지역 300인 이상 대기업 정보통신산업 현황(2019)

기업체명
전체

노동자
소속

노동자

소속외 

노동자

(파견용역)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주)KT 23,636 23,636 23,114 522 0 

네이버주식회사 3,855 3,664 3,455 209 191 

(주)엔씨소프트 3,816 3,647 3,431 216 169 

주식회사카카오 2,941 2,779 2,660 119 162 

(주)넥슨코리아 2,620 2,607 2,588 19 13 

에스케이인포섹(주) 1,580 1,413 1,349 64 167 

주식회사안랩 1,217 1,172 1,101 71 45 

라인플러스주식회사 1,176 1,173 1,169 4 3 

에스케이플래닛(주) 1,018 976 961 15 42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주식회사 955 950 905 45 5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847 819 806 13 28 

(주)크래프톤 649 647 605 42 2 

(주)웹젠 595 591 586 5 4 

엔테크서비스주식회사 588 588 587 1 0 

케이티링커스(주)본사 549 525 517 8 24 

주식회사와이비엠넷 509 475 287 188 34 

(주)티맥스소프트 460 460 457 3 0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식회사 454 454 454 0 0 

(주)마이다스아이티 452 376 368 8 76 

(주)아프리카티비 443 438 436 2 5 

(주)한글과컴퓨터 438 438 414 24 0 

에스코어주식회사 426 399 375 24 27 

(주)티맥스데이터 409 409 409 0 0 

주식회사카카오게임즈 408 389 365 24 19 

팅크웨어(주) 400 400 377 23 0 

주식회사윈스 398 398 335 63 0 

(주)스마일게이트알피지 390 390 373 17 0 

(주)티맥스OS 388 388 386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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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형태공시제 사이트(2019년). https://www.work.go.kr/gongsi/empReportInfo/retrieveGetGongsiList.do?pag

eIndex=1&pageUnit=10&pageSize=10&prmTotWorkerCnt=0&prmRegYn=&prmSregYear=2019&gubun=&me

nu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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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국 및 성남 취업자 및 IT노동자 인구학적 속성별 현황(2020년)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전국 취업자 IT노동자

빈도(천명) 비율(%) 빈도(천명) 비율(%)

전체 전체 462 100.0 51 100.0

성별
남자 272 58.8 44 87.1

여자 191 41.2 7 12.9

혼인
미혼 144 31.2 20 39.2

기혼 318 68.8 31 60.8

연령

20대 75 16.1 12 22.7

30대 120 25.9 20 38.8

40대 116 25.2 16 32.1

50대 100 21.7 3 6.1

60대 이상 52 11.2 0 .2

연령

(청년 

기본법 

반영)

34세 이하 134 28.9 20 39.1

35-44세 118 25.5 20 38.3

45-54세 114 24.6 11 22.3

55세 이상 97 21.0 　 .2

학력별

고졸이하 154 33.4 3 6.1

대학재학중 12 2.7 1 1.8

전문대졸 112 24.3 17 32.6

대졸이상 184 39.7 30 59.5

기업체명
전체

노동자
소속

노동자

소속외 

노동자

(파견용역)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주)네오위즈 369 365 346 19 4 

(주)케이티이엔지코어 361 357 269 88 4 

에임시스템(주) 361 360 357 3 1 

(주)엑스엘게임즈 353 353 338 15 0 

주식회사넥슨레드 347 339 337 2 8 

(주)한컴MDS 321 321 309 12 0 

(주)조이시티 290 286 271 15 4 

한국아이비엠테크니컬솔루션(유) 276 276 274 2 0 

합계 54,295 53,258 51,371 1,88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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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국 및 성남 취업자 및 IT노동자 종사상지위별 현황(2020년)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빈도(천명) 비율(%) 빈도(천명) 비율(%)

전체 462 100.0 51 100.0

상용노동자 315 68.1 48 94.9

임시노동자 61 13.1 2 3.6

일용노동자 19 4.1 0 .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4 5.2 0 .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5 7.5 1 1.5

무급가족종사자 9 1.9 0 .0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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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남지역 취업자 및 IT노동자 산업별 현황(2020년)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빈도

(천명)

비율

(%)

빈도

(천명)

비율

(%)

전체 462 100.0 51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1 .1 0 .0

광업 0 .1 0 .0

제조업 53 11.5 4 7.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5 0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2 0 .0

건설업 34 7.3 0 .6

도매 및 소매업 62 13.4 1 1.2

운수 및 창고업 19 4.0 0 .0

숙박 및 음식점업 37 7.9 0 .0

정보통신업 69 14.9 42 82.6

금융 및 보험업 8 1.8 1 1.3

부동산업 13 2.9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7.8 2 4.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0 4.2 1 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 3.0 0 .6

교육 서비스업 28 6.0 0 .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9 8.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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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2) IT노동자 임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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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체 취업자 및 IT노동자 임금 추이(2008년~2020년)

월 평균임금(만원) 시간당 임금(원)

전국 성남지역 사업장 전국 성남지역 사업장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2008 129 255 166 283 10,038 14,831 10,968 15,141

2009 133 261 168 275 10,112 14,778 11,225 15,785

2010 141 279 177 309 10,608 16,432 11,887 18,343

2011 143 283 183 338 10,876 16,491 12,430 18,336

2015 238 360 258 375 12,908 18,899 14,064 19,413

2020 282 428 323 460 18,191 26,739 21,064 29,072

*자료: 통계청, 2008~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표 7> 성남지역 취업자 및 IT노동자 월평균 임금 현황(2020년)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빈도(천명) 비율(%) 빈도(천명) 비율(%)

100만원 미만 25 6.3 0 0.2

100~199만원 73 18.4 2 3.1

200~299만원 112 28.5 7 13.7

300~499만원 110 27.8 20 39.6

500만원 이상 75 19.0 22 43.3

평균 임금 323만원 460만원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빈도

(천명)

비율

(%)

빈도

(천명)

비율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 1.8 0 .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3.8 0 .2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2 0 .0

국제 및 외국기관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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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성남지역 취업자 및 IT노동자 집단별 임금 현황(2020년)

월 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전체 323 460 21,064 29,072

성별
남자 382 474 24,102 30,172

여자 241 361 16,691 21,117

혼인
미혼 254 329 16,936 20,965

기혼 357 543 23,186 34,278

연령

20대 226 290 15,692 18,817

30대 355 453 22,522 28,546

40대 394 569 25,231 35,993

50대 345 589 22,242 35,628

60대 이상 185 50 13,713 7,675

연령

(청년 

기본법 

반영)

34세 이하 261 332 17,170 21,045

35-44세 389 525 25,134 33,729

45-54세 404 581 25,484 35,706

55세 이상 229 50 16,072 7,675

학력별

고졸이하 201 320 13,234 19,059

대학재학중 206 479 16,820 28,982

전문대졸 394 512 25,068 32,269

대졸이상 375 446 24,423 28,358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364 465 23,005 29,436

임시근로자 164 322 13,442 19,585

일용근로자 149 　 12,448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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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남지역 취업자 및 IT노동자 산업별 임금 현황(2020년)

월 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323 460 21,064 29,072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60 　 24,945 　

제조업 377 465 23,155 28,6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15 　 28,16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96 　 17,971 　

건설업 294 300 18,878 21,587

도매 및 소매업 289 419 18,664 30,155

운수 및 창고업 261 　 14,319 　

숙박 및 음식점업 177 　 12,063 　

정보통신업 447 464 28,117 29,168

금융 및 보험업 371 339 27,631 24,395

부동산업 204 　 12,74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44 565 29,485 36,34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10 228 13,031 15,2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34 300 16,888 21,587

교육 서비스업 281 　 22,4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63 　 17,30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8 　 19,6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28 50 15,321 7,675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05 　 7,056 　

국제 및 외국기관 372 　 20,724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3) IT노동자 노동시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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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전국 취업자 및 IT노동자 노동시간 추이(2008년~2020년)

전국 성남지역 사업장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2008 47.5 46.3 46.6 47.8

2009 47.2 46.5 45.8 43.7

2010 47.0 46.0 45.8 45.5

2020 38.3 38.0 37.5 37.7

*자료: 통계청, 2008~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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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성남지역 취업자 및 IT노동자 노동시간 현황(2020년)

전체 취업자 IT노동자

빈도(천명) 비율(%) 빈도(천명) 비율(%)

15시간 미만 14 3.1 0 0.0

15~34시간 170 38.1 22 43.4

35~39시간 26 5.7 3 5.9

40~52시간 207 46.4 25 49.5

52시간 초과 30 6.7 1 1.3

평균 노동시간 37.5시간 37.7시간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Å ��°� ��@<A�@<1���2��\º������w£'� âÆ�Í� 0ä� >�¶�

»tÞ��1�Ã'� �Z�»tÞ�x1�Ã'��~/#�»tÞ�81�Ã'� G�1��-p'�G��K�

Í��-�>�¶�»t��Þ1�Ã'�&��»ts�81�Ã�\ÖQ�\ºJu�

4) IT노동자 근속년수 현황

Å s8s8v�Oh1���@<A���v�"�ê�7vÖQ�w����@<A���v��ê��v~

��Z��é��ÕÖQ�\ºJu��s8s8v�Oh1���@<A���v�°��f"�7v

 H�7Þ�ÉË'� 7Çsv H�>�ÉË'� sÇtv H�7x�êË'� tÇ�v H�7É�tË'� �Ç78v 

H�7Þ�7Ë'� 78v�*�s7�êËÖQ�\ºJu�

<표 12> 전국 취업자 및 IT노동자 근속년수 추이(2008년~2020년)

전국 성남지역 사업장

전체 취업자(년) IT노동자(년) 전체 취업자(년) IT노동자(년)

2008 5.4 5.5 4.7 4.6

2009 4.9 5.0 4.0 3.9

2010 8.6 5.7 5.5 5.4

2020 8.5 6.5 6.0 6.1

주) 2011년의 경우 통계청 자료오류로 미확인.

*자료: 통계청, 2008~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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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성남지역 취업자 및 IT노동자 근속년수 현황(2020년)

전체 취업자(년) IT노동자(년)

빈도(천명) 비율(%) 빈도(천명) 비율(%)

1년미만 109 23.5 10 18.7

1-2년미만 68 14.8 5 9.7

2-3년미만 39 8.5 7 14.6

3-5년미만 61 13.1 9 17.3

5-10년미만 81 17.5 9 18.1

10년이상 104 22.5 11 21.6

평균 근속년수 6.0년 6.1년

*자료: 통계청, 2020년 지역별고용조사 A형,  원자료.

Å Å� s8s8v�Oh1� ��@<A���v��*6��.�íµ���8-»7ê�xvÃ'�x�Ç�x�

»7s�êvÃ'�]l��§"�A��A»77vÃ'�x8-»>vÃ'�0ê»ÞvÃ�\ÖQ�\ºJu��

s8s8v�Oh1���@<A���v��*6��.�����XX��'����Í�G�~��

��»t7��vÃ'�w£'�âÆ�Í�0ä�>�¶�»Þ�svÃ'��Z�»É�tvÃ'�&��»É�svÃ'�

�~/#�»��>vÃ�\ÖQ�\ºJu�

3 IT·게임 산업 기업재구조 및 조직 특징3)

1) IT사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지분구조

Å ÷�ø´�ûû "�ë�G�y�0ÄÖQ��U�ì#®'�óíî�G�'�+<��'�u

*��'��å���c��¢,�qrQ��æ��]�eu��N|�Í���c	��+lâ�

���]��Å��:�V&�#G�qrQ�WpWÖQ�ìC��"�ï^���«����

�:�sG�fT�0ã	�>�¶��þQ��}XÖQ�qp�U�qG�¨\�0ã	�¶

ºS�	�X�{ð�c:�WpW����H�÷�ø	�DZ�0ã���â	��-O��

Ð��qrQ�ìC�"�-n��æ�:�î�y�T]�e"��ý'�ûû "��å�'�°

±²X³S���´�à��0ã	�����â�^PW�-n��§"�º���ÖQ�ìC�

"��-n��æ���Vì,�"�z���~��

3) 3장은 김종진·장희은·김정훈·김경근(2019), 『IT 게임산업 노동실태 및 노사관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화섬노조 연구보고서의 2장 일부를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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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 ñ«ò7ó:��1d[�eô'�÷�ø"�0G�X��c�Í�0º�X±õ��~�£.�>

�¶�	��î»�����0�Ã��êêËX�A���U�ûû "��
���	��î��

xs�tË:�mâ���-#�ûû "�°±²X³S���'��å�'�n£��c	��¢,�

0º���B	��î��sÉ��Ë:�o���÷�ø"�#G��ìCy�VìF�Ý:n�0

ã���â	�-nO��Ð����y�îÖQ�ìC�]�e[����qr	����î

�� xË:�mâ��

[그림 1] 네이버 기업지분구조 (2019. 7 기준)

[그림 2] 카카오 기업지분구조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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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사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지분구조

Å ������-/WX�óíî���	��\Q���y�0#�.��]�.�å���y�ö

÷pÔ�"� ��©�Í�ðï�$â����>�¶	��Xâ�-nå� �¹/�$�\� �n�£�

Í��-�$�cÖQ�YqF���eu������©�Í�ðï�����	�.�â���.�y�

6,�wA\�.����	��£\����-p���
�"�ðï»øùúû¿Âü¿¾ýÃÖQ�\þ�

[그림 3] 넥슨 기업지분구조 및 노동조합 조직화 현황(2019.7)

[그림] 스마일게이트 기업 지분구조 및 노동조합 조직화 현황(2019.7)

Å ùúâ�¶ü?��S"�-/WX��5���.�GQ����.�â�ðï'�>�¶�K

�c��G�	�îy��}]�eu�����sG´�op���GB��µ?���:�-,�

íîn2�Ðu����	�NO*���GB��þQ�����qr:�ìC�"�-#��

����5:>	��!��æ�\������æ���/�U�1���<:�-�"�N

Ky�~�0�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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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게임 4사의 기업현황

Å ������xG	�0�¥HAß��:�	�ý�x.�0�íµ:���å�}X	��"�3�

77ê.��'��������	��"�sH�xÔU�(:�o�����2�A���G2�����

zK�U�wx�ÞÞ.�}X'�7H�ÉÔU�(	�����]ld[�eu����G	�D

Z�wx�sÞ.�}X'�ÉÔ�É�U�(	�����]ld[�eu��X��0����G	�

����2�i� sð:��Ü�

Å 0��f��	 �"�}X°�,r���	��"���G �́��G°Q�z�2���É�

\'�xG�,r� 7.�0�:�s7ê(�����]�eu������~�"�G�	��¢,�

+£ÖQ��æ����� ��0���,r�����2�©��É���Z^	��f��©��

¹K�U�1����:�-��"�D+�� ��GB��¬��<��]�è���eu�

[부표 1] IT·게임 4사 기업현황 (2018년)

구분 종업원수 법인수
법인당 

평균 직원 수

법인별 

평균 업력

4사 전체 24,871명 116개 216.3명 7년

IT 17,124명 88개 196.8명 5.8년

 ��네이버 10,131명 38개 273.8명 5.6년

 ��카카오 6,993명 50개 139.9명 5.9년

게임 7,747명 28개 276.7명 10.7년

 ��넥슨 5,214명 13개 401.1명 11.9년

 ��스마일게이트 2,533명 15개 168.9명 9.6년

자료: 장희은(2019), 「IT게임산업 기업현황과 특징 」,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노사관계 개선방향 연구』, 화섬노조(이하 

부표 동일).

[부표 2] IT·게임 4사의= 고용특성 및 노동조합 조직화 현황 (2018)

구분 평균임금 이직률 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률

4사 전체 5,106만원 26.5% 4,4△△명 1△%

IT 5,168만원 29.6% 2,6△△명 1△%

��네이버 5,531만원 29.2% 2,0△△명 1△%

��카카오 4,642만원 30.1% 6△△명 △%

게임 4,969만원 19.8% 1,7△△명 2△%

��넥슨 5,019만원 19.3% 1,4△△명 2△%

��스마일게이트 4,866만원 20.9% 3△△명 1△%

주: 노동조합 조직률은 가입대상 인원이 아닌 전체 종업원수 대비 조합원수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실제 조직률보다 다소 낮음.

4) 기업현황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나이스기업정보(https://www.nicebizinfo.com), 

취업포털사이트를 참고함.

5) 노동조합의 우선 조직화 대상이 아닌 창업자의 개인기업, 관계사 등은 제외함. 세부적으로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 주요 

계열사와 사업적 관련성이 낮은 카카오엠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을 추가로 제외하였고, 넥슨은 넥슨코리아 

산하의 기업들만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부동산업에 속한 중앙판교개발을 추가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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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IT게임 4사 기업조직 현황 ��조직화 유무 비교 (2018)

구분 직원 수 법인 수
법인당 평균 

직원 수

법인별 

평균 업력

4사 전체
조직 법인 21,692명 51개 425.3명 8.1년

미조직 법인 3,179명 65개 49.7명 6.1년

네이버
조직 법인 9,700명 26개 373.1명 6.3년

미조직 법인 431명 12개 39.2명 4.1년

카카오
조직 법인 4,856명 9개 539.6명 7년

미조직 법인 2,137명 41개 52.1명 5.7년

넥슨
조직 법인 5,110명 10개 511명 12.9년

미조직 법인 104명 3개 34.7명 8.7년

스마일게이트
조직 법인 2,026명 6개 337.7명 9.5년

미조직 법인 507명 9개 56.3명 9.7년

[부표 4] IT게임 4사 고용특성 및 노동조합 조직화 현황 ��조직화 유무 비교(2018)

구분 평균 임금 이직률 조합원 수 노동조합 조직률

4사 전체
조직 법인 5,271만원 26.2% 4,4△△명 2△%

미조직 법인 3,980만원 28.8% - -

네이버
조직 법인 5,588만원 29.3% 2,0△△명 2△%

미조직 법인 4,229만원 26.5% - -

카카오
조직 법인 5,001만원 29.1% 6△△명 1△%

미조직 법인 3,825만원 32.2% - -

넥슨
조직 법인 5,048만원 19.5% 1,4△△명 2△%

미조직 법인 3,612만원 13.5% - -

스마일게이트
조직 법인 4,959만원 21.2% 3△△명 1△%

미조직 법인 4,496만원 19.5% - -

4 IT·게임 산업 노동실태 조사 결과 분석(2019)6)

1) IT게임 산업 주요 실태와 특징

Å ������������������
������������î�tÔH� H»v�Ã��

Ï��?����¦Xd�'� ��� NOy����ô� X�¸�»s�tË	7x�>ËÃ� �n2�

���nQ�Z^�5:>�©<�]�eu��@<1���s87Þv��Q0�}�.�»�8

6) 2019년 IT게임 4사 노동자 대상 국내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는 네이버, 카카오, 넥슬, 스마일게이트 노동자 및 조합원 

대상으로 10월 진행되어 1,259명(네이버 790명, 카카오 133명, 넥슨 199명, 스마일게이트 137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를 분석했음. 조사대상 성별 분포는 여성이 34.3%였고, 30대가 61.6%였으며, 대졸(대학원 포함) 96%(대학 전공: 

이공계 63.2%), 개발 및 프로그램 담당 업무가 46.7%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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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IT·게임 4사 노동조건 - 임금, 노동시간(%, 시간, 회수)

4천만원 미만 임금
인센티브

1주일

노동시간

시간외 모바일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변화
휴게시간 

제한 경험
3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노동시간 횟수 이전과 동일 단축

네이버 5.2% 4.5% 14.9% 41.8 1.8 4.3 53.0% 47.0% 7.6%

카카오 17.4% 9.8% 4.0% 41.7 2.5 6.6 70.7% 29.3% 11.3%

넥슨 - 9.1% 6.6% 42.1 1.1 1.7 42.7% 57.3% 19.6%

스마일 게이트 0.7% 24.8% 2.3% 42.8 0.6 1.6 41.6% 58.4% 19.7%

<표 15> IT·게임 4사 직장생활 - 안정성 및 조직변화 인식(단위: 0점∼100점)

감정소진
직무

만족도
이직의사

고용

안정성

조직

변화도
불확실성

동종업

경력
근속기간

네이버 47.6 57.4 41.3 38.5 52.9 51.6 9년 2개월 4년12개월

카카오 49.0 57.7 41.8 39.2 54.6 55.3 8년 2개월 4년 2개월

넥슨 57.2 52.3 41.1 27.6 62.2 61.9 9년 4개월 4년 9개월

스마일 게이트 55.7 51.0 42.6 32.9 57.5 54.2 9년 7개월 2년 10개월

자료 : 장희은·김정훈(2019), 「IT게임산업 노동조건 및 직장경험 분석」,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노사관계 개선방향 연구』, 

화섬노조(이하 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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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IT·게임 4사 직장생활 - 공정성 및 노사관계 인식(단위: 0점∼100점)

분배공정성 정보공정성 인사관리역량 노사신뢰

네이버 47.9 48.2 32.4 32.6

카카오 41.8 50.8 32.4 34.5

넥슨 38.4 40.3 25.4 20.2

스마일게이트 41.0 44.6 30.5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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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IT·게임 4사 직장생활 - 노동조합 활동 인식(단위: 100점)

노동조합 효과성, 일체감, 파업 노조 시민행동, 연대의식
연대기금 

의향노조 효과성 노조 일체감
파업참여

의향

노조활동 

참여(공식)

노조활동

참여(비공식)

사회적 

연대의식

네이버 76.1 60.0 65.4 47.9 51.7 66.1 54.3%

카카오 76.9 58.7 71.7 50.5 55.1 70.9 65.3%

넥슨 82.6 61.9 73.8 57.0 57.0 68.7 76.6%

스마일게이트 80.9 67.6 72.4 55.8 59.7 70.7 55.9%

<표 17> IT·게임 4사 노동조합 조합원의 교섭 의제 및 노조 참여활동 방식 선호도(단위: %)

문항 사업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노조

교섭

선호

의제

네이버
복지개선

(20.8%)

공정보상 시스템

(17.8%)

임금인상

(17.3%)

고용안정

(14.1%)

인사시스템체계화

(9.2%)

카카오
공정보상시스템

(27.0%)

임금인상

(21.1%)

복지개선

(11.4%)

고용안정

(10.9%)

인사시스템체계화

(9.5%)

넥슨
고용안정

(33.2%)

공정보상 시스템

(22.7%)

임금인상

(20.9%)

복지개선

(5.3%)

노동시간단축 및 

휴가확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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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게임 4사 노사관계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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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업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스마일

게이트

고용안정

(23.4%)

공정보상 시스템

(21.6%)

임금인상

(17.2%)

인사제도

(10.8%)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

(9.1%)

노조

참여

활동

네이버
온라인 의견제시

(42.3%)

교육활동 참여

(15.1%)

집단행동 참여

(13.0%)

오프라인 의견제시

(11.3%)

위원/간부 선거 

참여

(10.3%)

카카오
온라인 의견제시

(43.2%)

교육활동 참여

(16.0%)

집단행동 참여

(13.0%)

오프라인 의견제시

(11.8%)

위원장/간부 선거 

참여

(7.1%)

넥슨
온라인 의견제시

(38.2%)

집단행동 참여

(24.7%)

교육활동 참여

(11.7%)

오프라인 의견제시

(9.5%)

위원장/간부 선거 

참여

(8.8%)

스마일

게이트

온라인 의견제시

(41.7%)

집단행동 참여

(15.6%)

위원장/간부 

선거참여

(13.9%)

오프라인 의견제시

(10.5%)

교육활동 참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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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IT·게임 4사 단체협약 조항 - 18조 경영 원칙과 공개, 기업의 사회적 책무 조항(2019)

네이버 카카오

18조

경영원칙과

공개

①회사는기업의건전한발전과국민기업으로서성장을위해투명

한경영의공개를원칙으로한다.아울러경영에있어관계법령을철

저히준수함과동시에합리적이고공명정대한신뢰경영을실현함

으로써기업경쟁력제고에노력한다.

②회사는필요시경영의주요사항에대해서는전직원에게성실히

설명한다.

회사는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 

가능한  경영정보는 최대한 공개 공유한다. 

단, 구체적인 방식은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

다.

18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16조 기업의사회적 책무

①노사쌍방은기업이사회적책무를다하고사회발전에기여함으

로써,전직원이일하는보람과긍지를느끼며국민들로부터신뢰받

는기업을만들기위해적극노력한다.

②회사는노동인권을존중하고,노동조건,노사관계,일터에서의

안전보건기준,환경적실천을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해노력하며,

조합은회사의경영권을존중하고상호협조하기위해노력한다.

③회사는국제노동기구(ILO)의기본원칙과작업장권리선언,ILO

의다국적기업및사회정책에관한원칙선언,유엔세계협약

(UNGlobalCompact),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다국적기

업가이드라인을존중하기위해노력한다.

④회사와조합은부당한이득을취득하거나유지할목적으로직간

접으로뇌물이나다른부당한이득을제의하고약속하거나,공여또

는요구해서는안된다.또한회사또는조합에게뇌물또는부당한이

득을제공하도록요구하거나기대해서도안된다.

16조 기업의사회적 책무

회사는노동인권을존중하며,노동조건,노사관

계,일터에서의안전보건기준,환경적실천을지

속적으로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자료 : IT·게임 4사 단체협약 각 항목 재구성(이하 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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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IT·게임 4사의 단체협약 조항 - 33조 전환배치 

네이버 넥슨 스마일게이트

①회사는사업축소나중단,조직해체등으

로조합원이전환배치가필요한경우조합

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합리적이고

공정하게실시한다.  

②회사는전환배치필요가있는조합원에

게필요한경우새로운직무및부서에적응

할수있도록직무교육을실시할수있다.

①회사는조합원의인사이동,전환배치등

이필요한경우직무교육등을통해새로운

직무/부서에적응할수있도록노력한다.

②회사는조직해체등으로조합원의전환

배치가필요한경우조합원의의사를존중

하여3개월이내전환배치가완료되도록

노력한다.

①회사는조직해체등으로조합원의전환배

치시,조합과협의하여2개월이내전환배치

를완료할수있도록노력한다.

②회사는전환배치의필요가있는조합원에

대해서직무교육을통해서새로운직무/부서

에적응할수있도록적극협력한다.

③전환배치관련한제도개선시조합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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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IT·게임 4사 단체협약 비교 - 48조 휴식권 보장 조항(2019)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 게이트

회사는 통상적인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또는  휴가 사

용자에 대한 업무 관련 연락

이나 SNS 등을 통한 업무지

시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노력을 다하며 세부 운

영 기준은 근무제  운영가이

드에 따른다.

①회사는조합원의근무외시간

에통신수단을통한업무지시로

조합원의휴식권을방해하지않

도록노력해야하며,구성원들의

의견을청취하여개선이필요한

부분을점검하도록한다.

②제1항의정함에도불구하고부

득이하게업무지시가발생한경

우이는근로시간으로인정한다. 

①통상적인업무시간이아닌퇴

근후또는휴가사용자에대한개

인연락이나SNS등을통한업무

지시는금지를원칙으로한다.

②특수한상황으로부득이하게

업무지시가필요할경우지정된

채널을통해서만진행하며,이경

우회사는관계법령에따른연장,

야간수당또는휴일수당을지급

해야한다.

③개정된근로기준법에따른주

52시간상한제도가안착되도록

노사상호노력한다.

①통상적인업무시간이아닌퇴

근후또는휴가사용자에대한개

인연락이나SNS등을통한업무

지시를금지한다.

②특수한상황으로부득이하게

업무지시가필요할경우는개인

연락이나SNS등을통한업무지

시가가능하나,동업무에소요된

시간에대해서연장,야간수당또

는휴일수당을지급한다.

③회사는퇴근후또는휴가중업

무수행에관한절차를마련하여

시행한다.

Å õä'�������xG�fT��5�-0�'H�%�&'�1���¹Ï��*6�0��:n�

mY�]� �qð	�X�O$�� i��"�X���5+�@<AB�G�:��ð,�*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2

H�)u��)�Q�÷�ø'�ûû '�ùú'�¶ü?��S�fT��
�qr��n�0�

B�KH�5+�^	�~*xÌ"�{pWXK�L��*H����£ZG�aâ�÷�ø

»7xËÃ���E�ý�ûû '�ùú'�¶ü?��S�^�X�¸��n"�x	�Ë�w�

	���:>�"�d[�e"�ÕÖQ�V�ç���"�<?�@<1�:>�*-W��(

Å��æO7�'H�%�&'�5+�@<1�:>n�.X°�Oâ�)��´�N���Z

^�5�~*xÌ	��{pO:�	Yy�d���"��¹Du���

5 맺음말 ��제도적 과제 모색

1) IT게임 분야 제도적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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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IT·게임 업종별 교섭구조 검토(안)

주 : IT게임업체 최소 116개 법인 대상 통일 교섭과 네이버와 카카오 40여개 기업 대상 포괄적 교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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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IT·게임 업종별 5개 협약 검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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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모바일 워킹' 단체협약

1.모바일 (원격)근무의 도입은 자율로 맡기며, 특정 부서에서 모바일 근무 시행 시 모바일

원격근무 권한은 전 직원에게 부여된다.

2. 모바일 근무가 가능한 시간을 지정한다. (월 ~ 금, 06시 ~ 22시)

3. 초과근무, 주말근무 등은 별도 신청한다.

4. 전체 근로시간 등록을 의무화한다.

5. 모든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6. 모바일 원격근무 시, 근무장소는 노동자가 선택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작업장으로 출할 수 있다. 1차적인 근무

장소는 작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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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게임 노사관계 및 교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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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 IT·게임산업 유노조 4사 사업장 설문조사 표본 주요 특징(N=1,259)

구분 전체

IT 포털 게임

계 네이버 카카오 계 넥슨
스마일 

게이트

응답자수
1,259 

(100%)

923 

(100%)

790 

(100%)

133 

(100%)

336 

(100%)

199 

(100%)

137 

(100%)

성별

남성
660 

(65.7%)

450 

(64.1%)

381 

(63.1%)

69 

(70.4%)

210 

(69.3%)

133 

(66.8%)

77 

(74%)

여성
345 

(34.3%)

252 

(35.9%)

223 

(36.9%)

29 

(29.6%)

93 

(30.7%)

66 

(33.2%)

27 

(26%)

연령대

20대
147 

(14.6%)

118 

(16.8%)

103 

(17.1%)

15 

(15.3%)

29 

(9.6%)

19 

(9.5%)

10 

(9.6%)

30대
619 

(61.6%)

418 

(59.5%)

358 

(59.3%)

60 

(61.2%)

201 

(66.3%)

139 

(69.8%)

62 

(59.6%)

40대 이상
239 

(23.8%)

166 

(23.6%)

143 

(23.7%)

23 

(23.5%)

73 

(24.1%)

41 

(20.6%)

32 

(30.8%)

고용

형태

정규직
1,002 

(99.7%)

702 

(100%)

604 

(100%)

98 

(100%)

300 

(99%)

197 

(99%)

103 

(99%)

계약직
3 

(0.3%)

3 

(1%)

2 

(1%)

1 

(1%)

업무

직무

프로그래밍
469 

(46.7%)

369 

(52.6%)

319 

(52.8%)

50 

(51%)

100 

(33%)

69 

(34.7%)

31 

(29.8%)

기획
207 

(20.6%)

121 

(17.2%)

121 

(20%)

86 

(28.4%)

57 

(28.6%)

29 

(27.9%)

디자인
134 

(13.3%)

53 

(7.5%)

53 

(8.8%)

81 

(26.7%)

51 

(25.6%)

30 

(28.8%)

기획 및 디자인
24 

(2.4%)

24 

(3.4%)

24 

(24.5%)

서비스 및 운영
81 

(8.1%)

68 

(9.7%)
63 (10.4%)

5 

(5.1%)

13 

(4.3%)

7 

(3.5%)

6 

(5.8%)

기타
90 

(9%)

67 

(9.5%)

48 

(7.9%)

19 

(19.4%)

23 

(7.6%)

15 

(7.5%)

8 

(7.7%)

직책

팀원
916 

(91.1%)

655 

(93.3%)

570 

(94.4%)

85 

(86.7%)

261 

(86.1%)

178 

(89.4%)

83 

(79.8%)

팀원 이상
89 

(8.9%)

47 

(6.7%)

34 

(5.6%)

13 

(13.3%)

42 

(13.9%)

21 

(10.6%)

21 

(20.2%)

법인

형태

대표법인
568 

(45.1%)

478 

(51.8%)

397 

(50.3%)

81 

(60.9%)

90 

(26.8%)

90 

(65.7%)

신설/분사법인
23 

(1.8%)

23 

(2.5%)

23 

(17.3%)

신설/분사/인수법인
261 

(20.7%)

261 

(28.3%)

261 

(33%)

운영법인
161 

(12.8%)

161 

(17.4%)

132 

(16.7%)

29 

(21.8%)

개발법인
11 

(0.9%)

11 

(3.3%)

11 

(8%)

비개발법인
36 

(2.9%)

36 

(10.7%)

36 

(26.3%)



27

발제1 : 판교지역 IT·게임산업 노동실태 및 노사관계 과제

구분 전체

IT 포털 게임

계 네이버 카카오 계 넥슨
스마일 

게이트

넥슨코리아
109 

(8.7%)

109 

(32.4%)

109 

(54.8%)

그 외 법인
90 

(7.1%)

90 

(26.8%)

90 

(45.2%)

노조

지위

노조 간부
47 

(4.7%)

21 

(3%)

15 

(2.5%)

6 

(6.1%)

26 

(8.6%)

15 

(7.5%)

11 

(10.6%)

조합원
958 

(95.3%)

681 

(97%)

589 

(97.5%)

92 

(93.9%)

277 

(91.4%)

184 

(92.5%)

93 

(89.4%)

최종

학력

고졸
49 

(4.9%)

23 

(3.3%)

15 

(2.5%)

8 

(8.2%)

26 

(8.6%)

17 

(8.5%)

9 

(8.7%)

대졸
817 

(81.3%)

560 

(79.8%)

485 

(80.3%)

75 

(76.5%)

257 

(84.8%)

171 

(85.9%)

86 

(82.7%)

대학원
139 

(13.8%)
119 (17%)

104 

(17.2%)

15 

(15.3%)

20 

(6.6%)

11 

(5.5%)

9 

(8.7%)

전공

영역

이공계
635 

(63.2%)

472 

(67.2%)

405 

(67.1%)

67 

(68.4%)

163 

(53.8%)

112 

(56.3%)

51 

(49%)

인문사회계
217 

(21.6%)

157 

(22.4%)

130 

(21.5%)

27 

(27.6%)

60 

(19.8%)

37

(18.6%)

23 

(22.1%)

예체능계
153 

(15.2%)

73 

(10.4%)

69 

(11.4%)

4 

(4.1%)

80 

(26.4%)

50

(25.1%)

30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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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 임금체불, 권고사직, 유연근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금체불, 권고사직, 

유연근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영훈(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

※ 아래 글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글쓴이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Ⅰ 임금체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임금체불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xmâ�-n,�����YaâBy��Z�U��p�Ä� �:�-,.�	���x

m�¥H��%!´�à��

(1) 매년 1조원대에 이르는 임금체불 규모

����@<	�-2Q�@<A´�«�2v	�¤Ì	�Ô�����:��Q0�}�c:>

"���xm:�-,�æ���Ð��µy�ün�T]�eÖ\'�«�)�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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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수록 낮아지는, 행정지도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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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http://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49)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시행」(2019. 1. 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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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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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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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약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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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 임무송,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산업관계연구』제30권

제1호(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0. 3.), 162면에서 재인용.

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인력현황』(2019); 임무송, 위의 책, 같은 면에서 재인용.

5) 고용노동부노사누리/통계분석/신고사건처리/임금체불현황자료(http://nosanuri.moel.go.kr.8001/sso/ssosesschk-

new.jsp); 김증호, 「임금체불 관리 행정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제20권제2호(한국노동연구원, 2020. 

2.), 190-191면에서 재인용.

6) 고용노동부노사누리/통계분석/신고사건처리/임금체불현황자료(http://nosanuri.moel.go.kr.8001/sso/ssosesschk-

new.jsp); 김증호, 위의 책, 192면에서 재인용.

7) 2018년 기준 재직자 신고 건수는 임금체불 노동자 기준 7.3%(24,313명), 사건 기준 1.0%(2,304건), 체불액 기준 

7.3%(1,204억)를 차지했다.

8) 그 외 도급사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 건설업에서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동법 제44조의2, 제109조), 휴업수당 미지급(동법 제46조, 제109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동법 제56조, 제109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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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원인 

��xm���¤�"�Xâ�-n�U�s87Þv�]l@<+�/Ì:�V!ý'�P�&��

0�ÖQ�G���n��_���É�tË'�?1W�D�*���Þ��Ë'�}�����N���tË'�G)

-Ì��N�7>�tË'��QA�O"G¹�8�ÉË'�@G���Å���N�Þ�ÉË�\ÖQ'�D�W��

X:�	,�Õ��ê�Ë��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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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사유별 임금체불 신고 현황(2018년 12월)13)

및 사직연금 급여 내지 부담금 등 미지급(근로자사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내지 제2호)은 근로자사직급여보장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위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43조 제3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지급(최저임금법 제 28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9) 대검찰청, 『검찰연감』(2020), 782-783면(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

10) 대한민국 법원, 『사법연감』제5장제3절(2020), 107면(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

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gubun=719)

11) 20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2014. 10. 7.), 36면; 김증호,  

「임금체불 관리 행정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제20권제2호(한국노동연구원, 2020. 2.), 198면에서 

재인용.

12)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2018); 임무송,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산업관계연구』

제30권제1호(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0. 3.), 157면에서 재인용.

13) 고용노동부, 위의 책; 임무성, 위의 책 같은 면에서 재인용.

구분 사업장수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총계
138,533

(100%)

224,781

(100%)

351,531

(100%)

1,647,197

(100%)

사업장 도산·폐업
8,298

(6.0%)

16,308

(7.3%)

43,366

(12.3%)

377,447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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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년 직장갑질119 노무사들의 설문조사 결과14) 

s87>v� ê�� 1.µx� ^�P[77>2� @<X9)¥y6,@�Gf�»@@fÃ����

XX@�G�ê7(y�*-Q���xmâ��QÅÆ-	���çp�c:�-���£�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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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0:�?+��.,��

�£ZG:>� ��QÅÆ-	�2����£��$»ë�,�2jÃy�R"�[£:� �@<}

:�-,��K´��}pWX��µ$�&"�,�� ê��êËQ�2��Ú`]'� �G&çp�K

�$»ê8�ÉËÃâ� �-ßWX���çp$»�É�xËÃ'� �{	��l$»�8�ÞËÃn�,A	����*

���y���

�@<}�6��G&y�b��0�6��2��*�,�Õ$»ë�,�2jÃy�R"�[£:"�

êÉ�sË2� ��QÅÆ-�Q$y�Ê`]� ��1�N°ÅÆ»m1ÅÆÃ�¦-$»�>�8ËÃ´� ��Q

ÅÆu�#���"�w�+>��k$»�s��ËÃ&"�,n����e)��

�xm����ay� 6�� 2�� 1ï|�*�,��"$»ë�,� 2jÃy�R"�[£:"�

Þt�êË2� �KèW���ð*�n�n�$�&]�,�]'� �K��A»�� s8ËÃ��Ð^@<A

:�n�Wl�]�@<u	�KïK1�-*:����r�,�$��,�����ÉËD���^�P

[77>2�ZGaâ��gSÖQ��QÅÆ-��n�.�y�6����,�Õ��%!´�à��

14) 박의래 기자, 「직장갑질 119 "노무사들, 근로감독관 신뢰 안해"」, 『연합뉴스』(2019.6.5.)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5089300004?input=1179m)

구분 사업장수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

일시적 경영악화
78,404

(56.6%)

131,517

(58.5%)

201,628

(57.4%)

962,166

(58.4%)

법 해석 다툼
10,402

(7.5%)

11,857

(5.3%)

19,115

(5.4%)

68,025

(4.1%)

사실관계 다툼
36,587

(26.4%)

43,277

(19.3%)

59,103

(16.8%)

174,390

(10.6%)

근로자 귀책사유
1,493

(1.1%)

1,583

(0.7%)

1,736

(0.5%)

3,733

(0.2%)

노사 간 감정 

다툼

17,639

(12.7%)

19,496

(8.7%)

25,639

(7.3%)

56,220

(3.4%)

미입력
391

(0.3%)

743

(0.3%)

944

(0.3%)

5,21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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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직장갑질119의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안

▲ 근로감독청 신설 또는 근로감독전담부서 설치 

▲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근로감독 불시감독으로 전환 

▲ 근로감독청원 제도 활성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면 재검토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금지 

▲ 사건처리 과정 개선(사업장 전수조사 등) 

▲ 강력한 처벌 의지(임금체불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포함)

2.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ãTÄ���xm�¥Hâ�����YAB	��Yaâ���]�U'�)�AQ>�

�U�¥��n	�£��â�«:�-,�.���y�%!´�à��×½���

(1) 합의 종용 및 반의사불벌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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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m�Z0u�y�¹n�]'��QÅÆ-	����DÅ'���xm:�-,�

�q°,�æGçèy�¶"��â�cy�6��n�å�ÕÖQ�X���e���ì���"�]��

á�&"�¹XÖQ���xm�GlA2�xm��y�Z�|�u����¹n�"�Õ����

�E,��â2�¥�:>�?��+q��Yd]�eu��X�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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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재진 기자, 「근로감독관은 사장님편.. 알바생 3명 중 1명 "체임 합의 종용"」, 『한국일보』

(2016.1.18.)(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1181798593505)

16) 박의래 기자,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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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용노동청 형사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판사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나 되겠냐는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다. 즉 형사수사기관

의 최초의 사건처리 결과가 민사소송 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최정규 변호사, 「[인-잇] 임금체불공화국, 

대한민국」, 『SBS』(2020.10.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05065&plink=ORI&cooper=DAUM) 

1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으로 인해 용어가 ‘체당금’에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으로 변경되었음. 다만 토론회 개최일자가 개정법 시행일(2021. 6. 9., 2021. 10. 14.) 이전이고 아직까지 ‘체당금’이란 

용어가 실무자들 사이에 익숙한 면이 있어 본문에서는 ‘체당금’으로 기재함. 단 목차에서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을 

병기함.

19) 반대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들의 조속한 체당금 수급을 가능케 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20) 권오성, 「임금체불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법학논총』제44권제1호(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3.), 5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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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적 부가금 신설과 형사처벌 양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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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1. 3.)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21) 20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2014. 10. 7.), 36면; 김증호,  

「임금체불 관리 행정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제20권제2호(한국노동연구원, 2020. 2.), 198면에서 

재인용.

22) 의안번호 2006198

제43조의4(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등의 지급 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사업주가 지급하

여야 하는 임금등 외에 그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

급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2.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3조의5(체불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

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

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주에게 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도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요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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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임금 등 미지급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26)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8월 6월 ~ 1년 8월 ~ 1년 6월

3 1억 원 이상 6월 ~ 1년 8월 ~ 1년 6월 1년 2월 ~ 2년 6월

(3) 체당금(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확대 및 개선

k/7l	�G¹°���xm�#]�¥H»s87Þv�7s�Ã�	�:�V!ý�G���n��_�â�

?1W�D�*�´�à��D�W��X����0�:�V&�ê8ÇÞ8Ë:�����nQ����

f��zK�]�e���

�:�x
���f��¦-�]'��n	�z��.����ly�Æ��A"�����±�

§��\ ]�eÖ���:�<	,���s87>��É��7������4x
��K4��Í��t�q

	����Ì��
â�Í��tv�	�¼^��î�xm4�34�Í-�7888H»���Ì��

23) 의안번호 2019315

24) 권오성, 위의 책, 552-553면. 

25) 권오성, 위의 책, 같은 면. 

26) 양형위원회(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6/labor_standard_01.jsp) 

27)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2018); 임무성, 위의 책 같은 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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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월급 400만원 미만, 전체 체불액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이용 가능하다.

29)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 수립·시행」(2019. 1. 17.), 2면 참조; 임금체불 진정 시점부터 소액체당금

을 지급받기까지 보통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밝히고 있다. 이 기간은 획일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 대응 행태에 따라 더 장기화될 수 있다.

30) 고용노동부, 위의 보도자료, 2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

9564)

31) 고용노동부, 위의 보도자료, 2면 참조; 과거 강병원 의원 등의 개정안(의안번호 2005317)이 있었으며, 2021. 3.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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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일부개정) 발췌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

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

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

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

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

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일 : 2021. 10. 14.]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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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체계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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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위원회 활용 또는 별도의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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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QÅÆ-�7X	��µ:�	ã��@<-Ì}Ò�6��U+2�a�d"�¥��

YZ"�X�O:�	£���07��t:�§���

�:�#�,�9pY�2�2j,�G&��0ãç�]l@<u:>�çp�d'�}W�k

���e"�/*��O�G&�\��Q0�}*�@<AO�G&�c	�DZ"�0ã	�@<

6���"�°n	�6�:>�tX��*	�X]6��£�U��µF���e"�1¶

���dxKý'��QÅÆ-	���âîn�G���e]'��µ�é"�G�	���:>n��

lO��Ð%[�Õ�&�¤æå��

32)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 현황』(2018); 임무성, 위의 책 같은 면에서 재인용.

33) 권오성, 위의 책, 545면; 권오성, 「정기상여금에 붙은 ‘지급일 재직 조건’의 문제점」, 『노동법논총』제41집(한국비교노동

법학회, 2017.12.), 236면.

34) 드물지만 진정 사건 처리의 완료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일로부터 

2개월만에 구제신청 인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과 비교해볼 때,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진정 제도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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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개선

s87>v�ê��^�P[77>�}¹¶y�«<y��"�@<X9)¥y�6,�@�Gf���

��@�GB���QÅÆu�#���"��QÅÆw�+>��k'��QÅÆ-�Q�Í�(b�

�QÅÆ-��n�n�'��QÅÆ�m1ÅÆÖQ�wC'��QÅÆu��n�«O��c��Q

ÅÆ�0j�«O����Y,�g�e���

¥Ð�]l@<u	��QÅÆ-B�-��"�#]G&� çp:�£ì�]�e���«E\�

S>�ãTÄ�Õç�*1�QA��t8X� H�G����æ��@<-Ì}Ò�6��G&��

±�K�L]�e���t8X� H�G������G��X�DZ2�Ú%�XG3��c	���

:�xÌ2�dxKK�L��DZ2�Ú]'�@<Z{��§"�DZ2�-+q��'�@GØ	�

Zz�}*�	�Gz��%�����:��B�G���@<AB	�Í�	�~}Q>	��QÅ

Æ-	��F���Yd"�)�����

%_E�0ã	��QÅÆ��«�4�n��,W?'¬E�G��:��ë?y� p�/K�

]�\2��d['�GlA2��QÅÆ:�-F�1�y� p��X�"��ý��eÖdQ'�

m1ÅÆ�6�Q��QÅÆy�wC�]�W�Gz:�-�U"�1�0�y�G�:��X�

"���ÖQ�wC���Yå�����z|���A�ÄX��%�ý�G��	�@<-Ì}Ò�

6�y�#]F��}��§�]�pO�X���e"A'�G����QÅÆ�u��n���.

B:��Wq|�#~�]��
�Xly����u�G&:�-���.�,�ý�+���¤

F���e"���xmâ�-n,�qky�Gw:�zµ�"��â2�ey�Õ���� �

,É�]l@<+:>�,�XX@�G�:�6Õ�U�ì��"�¥���QZ&�AÏ.

��KG���]l@<+	�WpWX�#~�+vÖQ�Ú��DZ����6:�«k]�e

���GlAB	��QZ&�AÏ.��KG�:�-,�X��\��~	�+vÖQ�G�:�

�U�"�@�G2�H*X�áïy�é"�"�{|��@�GB�G�:�Ú���Ú��b�y�

BU�1��"�G�X�HI���G�����0jy��Y�0�6��]l@<+:>�µ�7�

	�-n�£>�}¶��#:�«��Õ��%�&����c0ZÉ��\�\�w��¦X�cÖQ�G

lA2��
�G�:�-��XK�]������F�*�2�e������QZ&�AÏ.��K

G�y�¨+�"�G��:�-,���ZkQ>	�~æWX��QÅÆ��eV&r��
�

G���)�Oy�d��7�Õ���

35) 팩스가 없는 사업장은 안내팩스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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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관련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화 

��xm�G&�'�N|�*1�QA��t8X� H�G��	���xm�G&��Q¨2�+

v,�DZ2�Ú]'�N|��QÌi>'���(�>'���-��c	�-n��+2� ��U�

�QÅÆ-��G&�çp:�s��a"�DZ2�Ú���,É�Q¨2�§�"�Õ��a����

@<A	���	��Q�^ÖQ��[[��t:�§���

�QÌi>ç�ïU(�>'���-��c	�>�n�©O��k�Í��+���Q0�}

*�	���ý���xmâ�-n,�qk�1�Q¨Q�«l�2jF�Õ��'�GlA���:

>n���Kï:�e[�~��"�Åy�2[���ey�Õ�����:�-����(�>��+

��	����Q0�}�.����xÞZ�sz��s8s7��x��s>�����Ä�	:>�/âd[�

1�y�ST]�e��

(8) 임금채권소멸시효 개정 

s88É��7s��s7��æG�\}�.�ÖQ�}�æ���0��v� H	�K���"�è�:��


�"�¢K	�X�1����vÖQ��Dd)�»æG�\}��sx>Z��7z����Ã���

:�V&���Á9	���1�»tvÃâ� ��xmK:�-,�X�1�»�vÃ2� *��K"�

aâ2��¤�U�)�*�ê^��r0d]�eÖ�'���£�:>��Bd"��QÅÆ-â�

��xm�@<A	�bc�à�'�þQ��¹æ	�bcn�¤0]�e���

]l@<u�)�:>"���xm�ì��1��0�ÖQ�tvy��[����xm�G&:�

-�>"�X�1�X��v��:�e¬&n��xm��cG��¦X>$���ï�K�L]�5

G�a�"�DZ2�Ú����"��QÅÆ-��N°G}DJ-ÖQ>�çp�"�]��c�

æGG&	�çp�E:n'�.	�?�X�ì��G&y���G&ÖQ�çp,�"��y�]

�F�Ý'�����E,��QÅÆ-	�ì��G&:�-,�)�çp��y�6}��]�~0"�

[i�]�,2å���	��«E\�ì��G&��%1�]��G&	�DZ��QÅÆ-í���

:�V&�]����P�å�Ý�¢KXK���Ur��dQ'���DZ:"���1�2��O

å�DZ:n�X�1���	�¢6:�e�ý��&y��Ur�,���«E\�<?,���x

m:�-����@<A2�ì�y�,�DZ´�]���,�DZ�G&çp��op�áï�"�

Õ����@<A�Y�	��ý:>�è�Ý�Wk�L�"�
�2�eÖ�'�
��*��:>�

�E,�
�:�<	2�å����:���Á9���1���X�1�´	�/?Oy�]��

36) 김동욱, 「사업장 근로감독의 체계적 지위와 적법성 제고방안」, 『산업관계연구』제27권제4호(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12.), 89면.

37) 권오성, 위의 책, 542면. 

38) 권오성,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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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vÖQ��p"�����].d)Öý�,���,É�s8s7v�t������	

��-/�	,��Q0�}�?+.�}¹���x>Z:>���	���1��� �vÖQ�

���]'����6�U�à�����xsZ:>�-n�>¹	�~ã0���1��vÖQ����

���"���y��1�]�eÖ�'��E,��:�<	,��� �

(9)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 

s88���t��t7���	GmèK´����K��A�n"�GlA	�#�,�xm�����

��6��n�d)���«E\�K��A� Kï:�-,�çè����ãÐ�K�L%�¥)W

X�)�O��§�"�����<����]l@<u:>�K��A:�-���µ�K�LÖ�'�

«6�]��U���@<A���:>�K��AHy�°nQ�.G�\y�ì��"�Õ��1�

���?��%����

�:�K��A�n	���â�)�O�¦~'�%_E���xm	��y�6���Ám��

cG��¦X>$:�K��A��4y�(1�]'�K��A:�-,�è�Zzy�#��"�

Õ��*���~X�����Ð^A:�-,�����0?�Kï�6��G&:�-�>n�K��

A��Wl�"�����1�]��è���e8���,É�s8s7v�t������	��-/�

	,��Q0�}�?+.�}¹���xtZ�tz�Í��78>Z:>n�K��A�Kï	���

Ð^A:�-,���xm	�DZ:n�Wl�nª�¦��]�-n�çè��y�ün�]�e

Ö�'�g�^,�1n&]�¤æå���

(10) 근로감독관의 대대적 충원과 사기 진작 방안 모색

�QÅÆ-:�-,�mH	���p2�
��X±õ��ý:>n�z]�Ë����«E\��

QÅÆ-B��1�~�é%r�F�Å�@<A�����QÅÆ-��X��î�-/WÖQ�

��Hvn2��[K"�^�ÖQ�q�å����B	�#]G&�çp�&�2�X
�s8Çt8

&:�oF�'H�%�&'����Ax2���xm�cÖQ��������Î0å�@<ABy�

*-�"�?Q�Å�y��k0����CD:��Ue0�Ý£�����QÅÆ-	�Aã�\�

âQG�G&�c	���,���n�k�L��P���å���

K�â�à��YZ:>��QÅÆ-â���xm���@<A�¨Yn�HvF���§����

QÅÆ-:��>�¶�[�+*H��Y�"�&�,Ì2�e����QÅÆ-�X��³�|�

�]�e�KH'�K�â�à��Q�Q"�ÄQ�"�G&����Å
F���§�����2��

�xm�b�y�6���QÅÆ�0j�<�2�î�,A'��QÅÆ�w��Xl	�¦~��6

�>n��1��QÅÆ-	�--WX�W����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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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l@<+"�s8s8��7s��s>��m=Q\7>�60�*H:>�@<A�9]~���6��

@l, m[�	��QÅÆ-o7�(���o�&"�~nAß��/��[�	��QÅÆ-� 7�

(y����Duy��/�D������.XWÖQn��
�~nAß	�xÇÞý	�����QÅ

Æ-�7�X	����XWy�ãDy��%���|��[~`�����å�[�	��QÅÆ-

B:�"���	��*���Kïd"�ÕÖQ�X]�e����QÅÆ-B��A#���"��

�:�A+â�¤K��2[���e���"�G0�ì©������¢,���ÖQ�f�d)

Öý�,��

Ⅱ 권고사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합의해지와 해고의 차이

@<A	�G^	�	G/1:�	,�¼^y��E,��Q-Ì	��ß�G¹"�i��è�Ý'�

GlA	�µÆW�	G/1:�	,��]´�@G���	�	G�{k:�	,�{	�K��¤

æ�è���e�����î��Q0�}��GlA	�µÆW�	G/1:�	,��]�E:�{	

�K:�-��N°,������]�eK�L���V&>�{	�K:�-�>"�.}	�?�

���Wlå����]"��Q0�}	��]�,	�}p:�V&�<}��stZ�7z	�

�
,��¹�§"��]�c	��K'�<}��sêZ	��]b]	�'�<}��sÉZ	��]>

ý/~	�'�<}��sÞZ�5K��ttZ	�@<6��Y�#u��n�c��Wld\'�{

	�K:"�	G/1´�-n,�.}	���B».}��78ÉZ���ÃH�Wld"�Õ����

{	�K:�-,��µ:>�2��î����]�d[r�F�Õ����~��@<A	�ì

K�]�¦�WX�G^	G	�ãÐU+�����E,�	G2�ì�ÖQ�ãÐ,�ý�&^��

�¤�K�Ly�Õ����«E\�GlA2�³®��QA:��{	�K	�ui	�	G/1

���1�]'�@<A2��:�-,�'�	�	G/1���U�Oõ�"��Èg�9]G^»�

���Ã	�DZ'�@<A:��ìK�]�¦�WX�G^	G2�e�]�F���e"K�	£�

���@<A	�G^�	G	�æO��GlA	��n»¿¾¿À¿ÁÀ¿��Ã:�	,�Õ�&ý'��1��

��GlA�	G	�KðW��+��:>�æOå�Õ�&ý��Q�X�U�Oõ,�{	�K	�

)[��a���]&]�,2�r�F�Õ�0�Ý£�������)�Q�-}n�«�9]G^	�

¢�2�@<AQ��U��[����§��G^>��©O�]��C����"�DZ�)[WÖ

3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한 「올해의 근로감독관」15명 선정」(2020. 12. 

29.)(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12) 

40) 김유성, 『노동법Ⅰ』(법문사, 2005),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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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lA	�?�W�	G:�	���Q-Ì���ß1²"�ÕÖQ��]:��
,�]�~

]�e�»-}�s887��7��7>���]�s888��7>7>'��7>sê��a��-}�s88s�����7x��

�]�s888TxêÉ���a�c���Ã��

,É�[����§��G^>��©O���å�G�y��-W�Q¨Q>�¦~�K�O�D¨

\'�«�9]G^	�â���)[WÖQ�GlA	�?�W�	G:�	,�ÕÖQ��µ7��

n:"� kK�O�"�DZ2�ey���e"A'��j�DZ"�@<6�\�}:>�¥

)WÖQ��]Q�X�é0�[i���b�-�GlA2�îKÌ��b]���6Ø�"�DZ'�

ÄEWX�]�y��ë�¨\�K�WÖQ�¼G���l�"�DZ'��"�Ìi0�����

ì��QÌi>:�>(y��Y�"�DZ'� p�HB[ì�G^>:�>(y��Y�"�DZ'�

?¨p���K�L"�DZ�c��æ�*�{	�KQ��x���]Q�X�éK�O�"�*H

�&�F���e���

6´�àX�æ�*�{	�K���	��Q-Ì��ß2�GlA:����d"��¹"��

Q0�}*��]�,�}p����F���e0�Ý£?�Õ�����]	�DZ��Q0�}*

	�	�´�"����¤�KH�{	�K	�DZ��Q0�}��WldK�L%�GlA��

�:>�G)*�[�,�"�â�	�n��¤�K�L"�����U���G��	�DZ�®�

�A��]l�U��+Q+±�?Ap��A����y��ï�]�e¨\�]ÒA��]l,�D

Z�]ÒA]l¹KK��cy��ï�]�e"�DZn�Ú�A'�G��:>�7(�&n�9

]G^�\��]Q�]l~¡�*)#]��F�DZ�G��:>�é]�e"�?Ap��A��

c�K��w4���ï�îµd"�G�A���:>	�m�]���¤���d[����¬�Wp

WÖQ�{	�K:�	,�G^y�GlAB��¹n�]�e"�)��������

æ�*�{	�K:�	���Q-Ì2��ßd"�DZ�@<A���:>"�«��Q-Ì	�

�ß:�-��+
�]�Y�#uy��¨\��]��¦X�\y��U�£����0F���

e"A'���Ý��]2�)�Q�e)uy��Q�r��"����@<A�����«E\�@<

A���:>�«Õ��G)*�m2j�]'��:��]	�G)��ãÐ�K�L`�"��µÖ

Q�@<A	�Y�#u�\���02�æ���"�0æd"�DZ2�������

41) 2021년 기준으로 사용자가 월 219만원 이하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5-7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되

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급격이 낮아지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도 줄고 있다.  

42) 예외적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 그 경영악화를 재무재표 등으로 통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사업장에 모종의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심지어 사직서를 쓰지 않을 시 사업장에서 환수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한 

회사의 사례가 있다고도 한다;  출처 왕노무사tv(https://www.youtube.com/watch?v=0_apPXmuNHk) 



47

발제2 : 임금체불, 권고사직, 유연근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해약고지와 합의해지 청약의 구별

S>�ãTÄ�-Q�@<A	�G^:"�@<A	�ìK,�%]:�	,�¦�W�	G/1

:�VÈ�G^'H�%�&'�GlA	�G^��l�\�GlA´	�bc:�Apé%�Å�W

ÖQ���K"��¦�W�	G/1:�VÈ�G^	�DZn�Wq|�ãÐ,����E,�@<

A	��¦�W�	G/1:�VÈ�G^y�[�����F�ÕXK�£�å����E,�	G/

12��ì	�	G/1�¨\�<��\�G0:�	,�	G/1'��"�� :�	,�	G/

1:�	,�Õ��%1�,'��E,�	G/1	���:�	,��Q-Ì	��ß���]Q�X

�é0"�[i���«E\��E,�	G/1	�OÎy��i]KQ�è�ÕXK�{	�K	�

uiÖQ�è�ÕXK:�V&�«�%�	�2jO:�e[>"�z�2��¤�U�¢A	�Y°

	�)]��e��

�|"��WÖQ�G^	�	G/1"�N°,�G���§"�,�
���Q-Ì���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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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김형배, 『노동법』(박영사, 2011), 612면. 

45) 김유성, 위의 책, 332면; 명예사직의 신청을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본 판례는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이 있다.    

46) 김유성, 위의 책, 같은 면. 

47) 김상중, 「의사표시의 효력과 계약관계의 합의해지: 근로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를 중심으로」, 『광운비교법학』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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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직의 철회기간(cooling off system)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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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2004), 256면.

48) 박지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제34호(2011), 559-561면.

49) 이재목, 「근로관계에 있어 사직서 제출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강원법학』제41권(2014.2), 897-8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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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연근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IT·게임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실태

.�@3� ����@<Z{� ��6�:>� ��� K�� ��@<A� Þ8>(y� -*ÖQ�

s8s8��78��7s��G�77��7t��)1,��£ZG�î��Q1�â�-n,�ZG�aâ��%!:�

?+��.,������Í��ê.��<����,r��s1�y�Îâ�U���,�W��e"K:�

50) 이철수, 「개정 해고법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 『노동법연구』제22호(서울대 노동법연구회, 2007.6.), 24-43면.

51) 민주노총 화섬식품노동조합, 「판교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2020), 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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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1)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

-/WX�¹�����î��\2��Q0�}���7Z	�£lW��Q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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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0ã	�s��µ6´�t.��µ6�£lW��Q1����1�@<Ì:>�±�§����é

%5"A'���	��K"�i��&<9â�Ð�9	��ý:�e���³®�&<9��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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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현행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가 있고, 2021. 4. 6.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가 추가 

시행될 예정이다.

5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12.9.), 

6면. 

54) 고용노동부, 위의 보도자료,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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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뇌심혈관질병 인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

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

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

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

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

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

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

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

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 � � � �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jA�0ã�£lW��Q1����:>"�7���Q1���s8s7��É��7���w:"�Í-�

Þ81�:K�2j�����Q1�:�-,�s87Þ��t��s8��.���Q0�}»7��7t�Ã���

X��*�G��:n�Wld"�s8s7�� É�� 7����:n�Í-�êx1�:Kn�@<1¨���

e���£lW��Q1��"�N��:�¥Ð�Þ81�:K'�s8s7��É��7����:n�êx1�

:K	��1��@<y�lX�]'�N��	��Q1���t8Ë��*�Q2�"�Õy��l�

"�Õ���+2���*�¦§-Ì[C���Ð���G)*��Z�"�Õ�%�ª"���

55) 한편 위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무시간”이라는 개념은 근로시간보다 넓은 개념이다.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지침번호2018-2호)에 따르면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

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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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1주 최장 근로시간56)

구분

1주 최장 근로시간 주 52시간 적용 시기

주 52시간 적용 

이전

주 52시간 

적용 이후
18.3 18.7 19.7 20.1 21.7

2주 

이내

76시간

(48+12+16(휴일2))

60시간

(48+12)

300인 이상                                  

50~299인                

3개월

이내

80시간

(52+12+16(휴일2))

64시간

(52+12) 5~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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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Q1���}��Q1�X�Þ1�y�Îâ�"�DZ�#x:��p

2�V!dQ�«:�-��2î~*y��r�,�"��}áK2��`e���«E\�£lW�

�Q1����:>"�N��	����Q:�-���Q0�}:>��,����Q2��


��KïdK�L"�£�2�e����,��Q1�y�mX�N��:�-�>"�,r��	�

É8Ë��*	�Ì��
��Kïd[r�F�Õ�\'����1�£lW��Q1����:>"�

KïdK�L%n�å��� � �

(3)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t.��Îâ�ê.���5�£lW��Q1��2�1�dý�6	�£��:�¬�U�V2W

X�£�2��¤F�ÕÖQ�b*å���2��³®�t.��Îâ�ê.���5�£lW��Q1�

�"�n��&����d)�"��y�KW�]�¬���0ã	�£lW��Q1��"��Q

?°��Q1�y�Gw:�¦��r�,���«E\�#��£lW��Q1��"�0����0

56)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2018.6.), 18면; ‘주52시간제’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해당 가이드에 적힌 문구 그대로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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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0ã	���Q?°��Q1�$y�Gw�¦��"�Õ:>���°��Q1�$

H�Gw�¦��"�ÕÖQ�0�����d)�����0ã��n2�Gw�¦�,��Q?°��

Q1�y��D��ý��1��QA-/´	��{	$�z��¨nr��"�A���'�#���

n"��QA-/´	��Ø	$HÖQ��D��2j���d[�GlA���:>��#	�Ä��

�[Ù����Q?°��Q1���)���Q?�s��w:H�/~�ý�d"�ÕÖQ���d

)����:�0ã	�£lW��Q1��:����#��£lW��Q1��"�n��&���

�d[�0��¥�:>�£lW��Q1���n�¹��[&b�ÕÖQ�~X��� � �

�uÖQ���~w��â�-n,�£�2�e���0ã��n:>"��Q0�}���7Z

�xz	���~w��	�<Y2�[�,�è����n�§[��1��:�mâ��]���

é%���y�]��U'�#���n:>"�<}���7Z	s��z:>���~w����#]

��	���D���#���n:>"���~w���#]���K�L��DZ�GlA"��88

H����	�â�ß��+â�é��å���«E\����,�æGçè�Zz��%����

��~w����^�£lW��Q1���n�ÖQ����n2�n�dK�L`�ý�éy�

��e)L�@<A	����Q�
��f��~w�"���y�	 F�Õ����«E\�U0

>	�~��~w���£lW��Q1��2�n�dK�L`�ý�é��d"����Q�
�w

xXK�?+XK2�q(k�L���pµWX�bQ�£lW��Q1��Q��)å�����

788HXA���î�GlA2�7H�~w�"���y�ün�U�#]�n���~w����

#]����,�ÕÖQ�]l@<+2�X�F�ÕXK�	£�����´�à��ê^y��K�

0�6����~w	�YxW�0���}:�(1d[r�,���,É�#��n:>"���~

w��y��Q0�}���7Z	s��z�µ>:�	���QA-/´�>ý{	�ý�]l@

<+�-:��#]�K�L%n����������1��d"�K�����

,É�#��n:>"��Q?��771��Ì�1��~��Zk��/��@<A	�&<9

y�~��"��k��ün�D�]��"A'��Q?�� 771��Ì��&ý�w:� ss1:�

¼��]��u:�>1:�C��"�Õy��,����Õ��â�� ~Wq,�Ì�9	�~���

&]�F���eyK�	£������2��Zzn��Q0�}���7Z	s�sz�µ>:�	

��ÔÐK��c�-/ÒÒÖQ���"�m2�,�DZ:"��QA-/´�>ý{	�ý��

:�V����e����1��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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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추가 등 

£lW��Q1���E:��yW��Q1��	�DZ�0ÄWÖQ��Q	�1©�Í��ß

1æy�@<A	�A�WX�a�:��00Q��"�ÕXA'�)��¥�:>�«6����d

]�e"K�	£����ÐÑ�Q1��	�DZ���	�O[:��V[��������}y�

@<A	�ÐÑ:�6�F�*�2�e"���	�DZ�GlA2��QA-/´�>ý{	Q�

�,�1�y��Q1�ÖQ�~"��nQ'�ïU���y�6,����Q1����QA-/

´	�>ý{	:�	����ì�"��:>�)���Q1����-Q���dK�L]�X®�

@<y�<��"�?��è[[���e��� �

,É�]l@<+"��Q1�:�-,�s87Þ��t��s8��.���Q0�}»7��7t�ÃÖQ��

�s1���*	�@<���Q0�}:�	���KdA�s8s8��7��t7���Q0�}�1����

.�y�/���1���s1���*�@<y��l�D����:�0ã�1���*�N°���

Q�X2��&X��Ð��Ð��Í��:���"�G]	��M�b�y�6,�¯ï�Zk$�E:n�

�X(�~���"��w�¦~��6,�¯ï�Zk$'� �1�����]��c�^��*H��My�

6,�¯ï�Zk$'���/*W�K�L����Ñ�ÄQ:�-,�-ç$'���2�Dkl�<���6

��*���]�X�d"��Y.�»�°±Ã$	�G¹2�e"�DZ�@<A	�<	´�]l@

<+��-	�X2��/���WÖQ�7��7s1���5'�m2�,�DZ�s���5	�0��

<�� 7�� 7s1�y�Îâ�U�N°���Q��F���e��d)���

�"�âQG�:>��[\A"�s87Þ��t��s8��.���Q0�}»7��7t�Ã	��}áK

:����"�Zk&�¤æå�����N°���Q�X2�G¹Q� �/*W�K�L����Ñ�

ÄQ:�-,�-ç$'���2�Dkl�<���6��*���]�X�d"��Y.�»�°±Ã$�c

	�G¹2�V2å�Õ��GlA	�D�*	�G���]�å�ÕÖQ�N°���Q	�áK

:�+{�"�Õ��%�&]�¤æå���	��,É�s87Þ��t��s8��.���Q0�}»7��7t�Ã

��Wld"�s8s7��É��7�����t8X� H�G����@G{	��¨��1�N°���Q�

Þ1�y�Wl�"�Õ��7v� ê.���¬��lå��

57)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0. 12. 2. 공식블로그를 통해 “올해 1월에 시행규칙에 추가된 특별연장근로 사유는 

인명보호나 안전확보, 돌발적 상황 수습,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며, 단순히 경영상의 사유를 일반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1605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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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1) 소규모 미조직 사업장에 대한 우려

S>�ãTÄ�Õç�.�@3�����@<Z{���6�:>�)1,��£ZG:�V

!ý�*1@<A�2�W��G��:>�?�"�@<A?�ª'�«p]�@<Z{��§"�

G���?�"�@<A?�ª���s1��Îâ�@<y��"�DZ2�~��Úu��¦Xd)

���
���:�£lW��Q1���c�¹������1���à����à��G��	� Z^�

���@<AB:��íî�Wl7�Õ�&"�Z�2��¤,���N|�t.��Îâ�ê.���

5�µ6	�#��£lW��Q1��"�n��&����d[�«E,�Z���2î1«���

(2) 근로자대표의 과중한 권한

@<Z{��§"�G��:>"��QA-/2�GlA´�£lW��Q1���c	�n�

:�-,�{	�����d[e���«E\��QA-/:�-,���y�{pWÖQ����r�

,�"������ � s8v�w+±�ÆÌ:>��0d[�5Ö\'�¥Ð:K�.�dK�L]�

e�������QA-/:�-�>��Q0�}:>"�«��C��'��0'�9,�c:�-���

�]�eK�L���

«E\��QA-/"����Q0�}���7Z´���7Z	s	�£lW��Q1��:�-

���n�n��1�-*@<A	�¢6'�µ60�'�µ60�	��Q?â��Q?°��Q1

�'���~w���'�Ì�9� +U	�DZ�c:�-,�>ý{	'���<}���sZ	��y

W��Q1��n��1�-*@<A	�¢6'���0�'���0�	�3��Q1�'�	��Q

1�-'�@<A°��Q1�-�c	�>ý{	'���<}���tZ�tz����Q��,���

:>	�*1�QA��t8(� H�G��:>�7��7s1�y�Îâ��V2�Þ1��¢6:

>����Q2�*�,�0�:�-,�>ý{	'���<}���ÉZ�~*Ì2��n��1�>ý

{	'���<}���ÞZ��Q1�Ì�	�N|:>�-*��'�GlA2�������µâ�

1�ðq�c:�-��@<A:��YxWX�K1���K�L"�"�5�'��Q1�����

c:�-,�>ý{	'���<}���>Z�7z��Q1��Í�Ì�1��N|���:>�N|�

�:��7s1�y�Îâ�����Q����¨\�Ì�1�y��DF���e���"�A�-,�

>ý{	'�	�<}��êsZ�¹ïÌ2	�-x:>��zÌ2?y�bu�U�N���Q?:�

@<A��Ì�²��"�5l:�-,�>ý{	�c�3�É2K�Gz:�-,�9,y�d"���

58) 민주노총 화섬식품노동조합, 「판교 IT·게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결과 보고서」(2020), 5-10면. 

59) 박종희(1998), 『현행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중첩성과 이에 대한 기능조정을 위한 방안』(한국노동연구원; 김인재

(199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제8호(서울대 노동법연구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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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Z�tz�D�*��¹:�	,��]	��,â�<}��É8Z�tz�r��Q

´�Ì?�Q	��,:>�Ø	9y�d"���«�E��QA¼^ïU~�}â����w~&

}�c:>��¢,�	����G�U�@<Z{��§"�G��	�@<A	��QZ&:�w

�:�K-,��+y� k"��QA-/:�-,��C��'��0'�9,�c:�-,�YxW�

0���ünd[�eK�L�"�Õ��}	�æ,�³a�&�¤æ��'��E,�³a��]

¶^|� Z^�@<A	���Q�^%2]�e[���£����� � �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비교

�QA-/:�-�>��Q0�}:>"�«��C��'��0'�9,�c:�-����ì�g

2�§Ö\'� ]l@<+"�@GØ	�*��QA6���QA-/2�7� �� e�"��

�����]'�)�:>n�@<Z{��§]�@GØ	�2�e"�G��:>"��E,���

ÖQ���d"�DZ2�-������«E\��:�-�>"�]l@<+2��Yl�y�	

��U���,��Y~]>:>n�@GØ	�	��QA6���QA-/2�d0"�+

W��"�����������QA��U�Í�Øl�Qì:�-,�}¹»��� ���}$�&�,

�Ã*	�@GØ	�	��QA6â��Q0�}	��QA-/"�«�áK+±�9,:K�

���0�Ý£����

Z����}*��QA6ÖQ�YOd"�@GØ	�"�@<A´�GlA2��U´�Ø

ly�/��@<A	�ëKQìâ�0�	�&w,��wy�nf�y��WÖQ�YOå�Ø	

0YXA���'��QA-/"�GlA´�-õW�-Ì:>�@<AB	��]y�6,�{	

���r��"��x�����,�@GØ	�	��QA6��@<A	�â���w/��b�

�]�eK�LKH'��QA-/"�â����-/�"�AUr�,����,��QA-/"��

QA6â��!��9,â��02�����eK�L���

�6��@GØ	�	��QA6â��Q0�}*��QA-/"�«�9,â��n��W�

c:>���z�2�eu:n�@G�Øly�w�Q�,��QA6:��@G�-õW�*H:

>�@<A	��]y�-/�r��"��QA-/	�9,y�+U�"�Õ��£lW��Q1

���c��@<A	�&<9â�Ð�9y�6Ø�"��ý��e"��y�]�F�Ý�Wk�

L�����«!n� Z^���f�G��:>"�GlA:�	���	Q��QA-/2�V-

d¨\�@<AB���QA-/2�¨YXKZz�f!"�?����G����QA-/	��

C��'��0'�9,�c:�-,�YxW�0����Q0�}:�(£�d[r�,������

60) 근기 68207-92, 회시일자 2001. 1. 9.

61) (사)국제노동법연구원, 「근로시간, 휴일, 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고용노동부, 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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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2

토론문 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IT�게임산업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과제

박준도(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서울단지) IT노동자의 노동환경

Å s87>v���'�k@<A	 !l:>"�>_µK�@<A��-*ÖQ�@<CD)�Z

G��ì�,�g�eu��,A�7�8tÉ(�î���±�PQ«! 
́�~>�¶�»îq��

=;�ês'�êt'������
�~Ã��GA�>Þ(â��PS·[�.��Í�Xï�»�q��=

;��Þs'����.X�¼µ»��ÃÃ��GA�7Éx(	�@<CDy�ãT¶���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IT·정보 7.3 12.5 30.2 12.5 16.7 20.8

개인SW(게임) 3.0 13.0 29.0 18.3 18.3 18.3

Å t88X��*�-0�:>�?�"�@<A��î��7Þ�tËGs8�ÞË�����*��788X�

 H�G��:>�?�]�N|�78Gs>X�G����î��Ð%���B�-+q���ç


¶ºS��0���

�����	
������������������������������� �!"�#��$%

�&����'���()��	
��*��$����)�+)�����,-�./���01�23

234�567�$���)�89$����� +:;<��=� >?@*��A� 	
�BCD�

1) 2019년 노동환경실태조사 당시 응답자의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의 비중이 더 높음. IT�정보업종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59.4%나 되고, 개인SW는 50.0%가 여성. 일반적으로 IT업종 남성 비중이 70%를 웃도는 사실에 비춰보면 차이가 

매우 큼. 2011년 노동환경실태조사 당시 IT�정보업종 응답자의 여성 비중이 36.3% 였고, 개인SW가 36.7%였던 것과 

비교해도 여성 비중이 높음. 길거리 설문조사의 한계, 적은 표본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는 만큼 분석할 때 매우 유의해야 

함. 물론 인터뷰 과정에서 여성 개발자가 밀집된 사업장도 있고(“여성 분들 비율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거의 50% 

되는 것 같아요. 연구직에 보통 여성들 안 계시거든요.… 저희는 꽤 많은 편이에요.”) 에니메이션 하청회사의 경우 

여성노동자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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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근속년수 직업경력(년) 지역진입(년)

IT·정보 32.8 2.6 5.8 2.7

개인SW(게임) 32.6 2.2 6.0 2.5

Å ,r�Ò��ts�êGts�Þ�Q�©��@<AÖ��'�,r��n�s�sGs�êvÖQ�é%��

^�Dln�,r� ��ÞGê�8v:�mâ��

근속 0~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IT·정보 50.0 14.3 22.5 9.2 3.1 1.0

개인SW(게임) 51.2 14.5 22.1 7.6 3.5 1.2

경력 0~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IT·정보 27.8 12.4 21.7 13.4 20.6 4.1

개인SW(게임) 26.7 8.1 20.4 25.0 14.5 5.2

지역진입 0~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IT·정보 47.4 13.7 20.0 13.7 5.3 0.0

SW개발 46.8 13.5 22.8 12.3 4.7 0.0

Å ���7v� H�@<A��î���8�8Ë\�ç»>_µK	�µ0���@<A��î��z*�

x8Ë��Ó^%��s877v�)�ZG��!�K�WÖQ�-Jå�G)Ã�^�Dl�7v����

d"�@<An�sÉ�ÞË\�ç����� 7v� H�@<A�î����G��Îv¤X�·��

Å ��,�2K����r�F�Õ��>_µK:>�?,�K�7v����d"�@<A��în�

xê�ÞGxÉ�xË\�å�"��������0´�>_µK�@<1��ì���02�¨	�?

k��þQ�á�,�=��>_µK:�e[�>_µKQ���Õ���"�>_µK���
��

���@<A	�¹<O�¢62�>_µK�52�%�&�<h'���'�*¸<y�Ë\B

]�e0�Ý£�

　 정규직 비정규직

IT·정보 71.1 28.9

SW개발 65.9 34.1

Å ���^��î�� sÞ�>ËGtx�7Ë'� s87Þv� ��
�~/#@<A	����^��î��

7ê�tËX�Õâ����ý�sð��n�¬�Ð��\º\���KH�>_µK�5��È���

â���,���»>_µK����^��î�tx�ÞËÃ����^��î��É8Ë�w��:n�

,r�����Ò��&'�0�	�¤ã¹�Ax2�é���ç
¶ºS��¤�Ì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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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z|�~�"�.�¶¹à �x���	�NK:K�2îå�º�

�>EF��GH�I!�J��K8��I%0��-�:�LM�N�OP���++����QRH������

K8��ST�N�OU#��V��W�"X�Y���Z$[�=� >\@*��A�]<^_`�

�aHb7��cd'�efg!�;�h��ij,&k��l�-mn�^_�o0�p�qr�^_D

$U�stM�+-�uv���wxx�y��z�^_8H�s8+��g'���{|#��z�^_8'

��st}�^_8M�~���&�l8D���`n��������{�0���&��)8`n��

������{-������'��=� >?@���wxx��`D�

서울단지 주요업종 평균 노동시간 52시간 이상 평균 임금(한달) 평균 시간당임금

IT·정보 44.6 5.1% 271.0 14049.3

개인SW(게임) 44.1 7.5% 291.8 15312.6

Å ,�o�,r� ���� ��@<A2� sÉ7�8H»1�
� 7x'8x>Ã'� ���Ì@<A2�

s>7�ÞH»1�
�7�'t7tÃÖQ����Ì�@<A2�Z��¬�Ð�������KH�

�ü®n�s87Þv� ��
�~/#@<A�,r���têÉ�xH»1�
�s8'ssêHÃâ�

���ý�i��Ò���4��

Å ,�o�,r�@<1���xx�7Gxx�ê1�'����1�s87Þv���
�~/#@<A	�,

�@<1�X�xs�t1�»�s1�� ê�êËÃ~��2[�

서울단지 주요업종 최저임금미만율 최저임금영향율 (법정)최저임금미만율

IT·정보 4.1 7.1 21.4

개인SW(게임) 3.4 6.3 16.7

Å ®��
�1��@<:�1op��~��1�
����Í®��n���d"�@<A2�

e"A� ��@<A"�x�7Ë�]'����Ì�@<A"�t�xË����1��@<A��î��

Ð��HI����Q�
y�Å���Ì��ý�1ï��Í®��n���d"�@<A��

î�� s7�xË'� 7ê�ÉËX�ÕÖQ�\º\��

2) 넷마블은 넷마블게임즈(이하 본사)라는 퍼블리셔가 개발사를 계열사�관계사로 거느린 구조. 개발사들은 법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장소 위에서 유기적인 스튜디오를 구축해 운영. 개발스튜디오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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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IT·정보 7.1 14.3 16.3 55.1 4.1

개인SW(게임) 8.7 19.1 23.7 35.8 11.0

　소득 1인 소득 2인 소득 3인 소득 4인 소득 5인 ~

IT·정보 45.2 26.0 17.8 11.0 0.0

개인SW(게임) 38.5 34.1 19.3 6.7 1.5

　가족형태 1인 주거 동반자 동반양육 1인양육 부모와함께

IT·정보 7.6 5.4 17.4 0.0 69.6

개인SW(게임) 7.1 14.8 14.8 0.6 62.7

Å >_µK� ��������@<A	�2Y�Í�2væ���ãT~ý'� 7X�2Y��î��

ÉGÞË:�mâ�]�ê8Ë��*��+f´����ã]�eu��,r��Ò��Ò��©��Ö�

@<A�KH�tGxX�2Y��î��Ð��Õ����Ý£��Æõy�O�,�Õ��

��������	
���������������������������� �!"#�$�%

&�'���(� )*+,�-./�0�123456

�78�9:;���<=�>?�'@9A�B�C�DE#�FG;�H�8�I-�A�2J��KL�M

�&�N9#�O �PQ��R.S�!"#�;�T���%U&�V��W8�X.YA�Z[\�%

@�]#Y�^(� )*+,� _`�123456

Å ,É��h��e"�G���ÄX�'�&"�,A2�x8Ë��w��]�e"A'� 7X�

2Y�ÞË���E�n�sX��*�2Y�î�t8Ë"�ÄXH��h��e"�·�[>�æ

,�®������y�Å��ý�2Ì�»��£���]��r�F��n�

　 별도로 계산 포괄임금제 그냥 안 준다

IT·정보 10.6 60.6 28.7

개인SW(게임) 13.9 60.7 25.4

Å �������î��ê8�êGÉËQ�b*-Q�£Z�Ð�������KH�,2K�¬�N�

,�-���e"A'����QÌiy�¼��Õn�%1A�«½����Q�
y����

�"��î�����Ì"�s��xË'� ���Ì"�sÞ�ÉË��%!�s�ì�¾��u�x�G|

ç�-�]��Q0�}y��1�"� �X®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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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장 경력쌓기 돈벌이가 급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IT·정보 16.5 57.7 23.7 2.1

개인SW(게임) 15.9 60.6 21.8 1.8

Å ~¥�^�:���"��¹�2����ª"�[£:�,�î��2��Ð��Õ��Dl¿

0���G�Îv¤��î��Ð��ºn�eKH�����e"�@<An�üF2K��@<

1��¹<Oy�Ð�"���È��X��

,É�Àè�2�ï�>�?,�"��în�s7�ÞGst�É����

�c������+��89$��$�{�-�/�+)�Y��N�O�������<��{�-����

�����H�����q%�����0��1��v;�c�����v���<$U��$�{�-�/

�+)�Y��N�O��������U���'��:���#H�����=� >\@*����]<^_`�

�ABCD�

회사 

미래 

불투명

저임금 장시간 고용불안
직장내

괴롭힘

각종 

차별

근기법

무시
기타

불만

없음

IT·정보 15.0 31.6 8.0 4.1 3.9 3.6 10.2 7.3 9.1

개인SW (게임) 17.9 23.3 9.5 11.0 2.3 2.8 6.0 5.9 11.0

Å >_µK���
�����@<A:��2�����ñ"�®���£���������K\k

��Ò�"����X/�ñ��T�Üä��ñ2��G	� !2�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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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 >_µK��������@<A:��®����ñ2�Yü\�æ,K"'�X±Á�â�

:>� ����-$�ñ���0�"�@<AB�����¦Xd]�e�"�G):>n�

Â©�2j��

���n�+&����*����,01����*����,0���������81����� 1

~��¡-�!���¢��?£dU���M��¤¥)���n�¦�§)�Y���0¨��v��K8��

]©��ª«f�¬U�®#�89$��K8M�{1¯���o��¢��]©n�C°±²��³

´�;)����q��=� ><HBCDµ8{¶k� ?@�·�

��F��0!&��`n�T�/�����~+���`�µ¸U�c����k�]©�Q¹k�0��\º�

]»�¼�������I)k�½�3�0¾��K8��=� ><HBCDµ8{¶k� ?@�·�

�¿À'�����*��ÁÂ,%�Y0�����±Ãn�ÄÅ�)�4��=� ><HBCDµ8{¶k�

?@�·�

Å ��Üä��ñ+±"����Ì´����Ì2�bp"�A� ���Ì�@<A"��0}�Ax

���1�]�e"�Õy�Ê`�ý'������@<A"�]lm�y�Ê��Õ���"���

£:>�ùú'�¶ü?��S�@<Z{��]lm���ñ:�¬�.Å��"�q�â�?Ã

*/���Èg� �wð$&�mp"�.��¶¹à �x��]¹	�]l��ñ2�e"�Õ�

2. 서울단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과제 3)

1) 규모의 경제, 안정화된 노동시장이 필요

Å ¶ºS��0�	��õ��>_µK�@<1��*�	��¢�����î	�0��K

:>�0äly�²R2]�K�@<1�y�O�1¨���e"�0�K��ÖQ��*

y�wC�r���� sGtv®p�µ0����K�î	�PQ«���uv)�£���

a=��aF���§]'�«�aâQ�uv@<1�	�m�wOy�Q-1¨�'��� �

Å ��¶ºS��I'��Z¶ºS��I�0äly��]�]��f	�D�Q�Dkly��

]1²"'��0WX��+y�2ì�0�K·O"B��*����f	�D�2�)¥d

[r�>_µK�@<1�n�����ÄF���eu��

3) 이하는 박준도 외 『2019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2019) 결론과 박준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시장 

특징과 노동조합의 조직확대 전략」(2018)을 인용, 재구성



67

토론문 2

2) 포괄임금제 등 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

Å �f	�D���Y9�"�Õâ����<�d[r��"�Õ��@<1�y�m�����

H;"�-�By��[�"�Õ���>_µK:�H�,�(}W��6�î�2��³®��

��r��"�Õ���������

Å �����"��1��@<'�X®r�y��l,�"��:>�@<AB:Å� Ð0�

]'��ÏWX����ðk��eQ�]�«®��1��@<:H�	ã���,�"��:

>�@<¤�Oy��]�"A��s2�d"��n��õü÷�c�Í��-0�:>���

�����_K�8�"��Æy����Õn���Ý£��

Å K�@<1����y�6�>"��������_K�8�"�0�B��>_µK:�

�Ð,�0�BQ+±�³®�\´r�����
,���y�Kï��@<1�y�����

]'�®��~�"�0älÖQ�0�Dkly��]�8�"�0�B��\º\r����

Å ]l@<+"��������m}��"�Õ:�-��ë	�Du:n�ÅÅ������

�����"y�_K�8�"�0��B	�AO	���pn�\ ]�e"�HI'��

�����m}���6��Z�|�í�:�\>r�F�Õ���

3) 노조할 권리 확대 방안

① 사업장 조직화 보다는 지역노동시장 조직화 방안을 고려해야

Å µ0��A��î���8Ë�����@<1��¹<O�£Z�Ð%���j�DZ"�©����

×l~�"�@<1�:>	��×ly�Ð��"�K�@<1��Z^��wä��¹p��

~'�)�â�á�y��ë�"�m�w�á�*�	�@<AÖ��Ú��=:>"�G���

µ6	�íµ�2���[���HI'�WpWX�@<�*�y�/��.°�Z{y�¦-

�]'�.°�Z{��?�,��f2�dý�/���Øi'�]l¦-»#�ÁlÃ�U��

]l'Ì���/Q�íµ�Z^��"�DQ2�¹p�

Å ÇÃ�æ��*�'�}¹Y�G�'�K�X<x�G�y�£.Q�.°Z{�2�y�¹n

�]'�ÈÃ�.°Z{B��A#	�?Ap�»Y^'��G'�¼^�w�â�:�MnÃ�:>�

A#	�9p���w���¨É���enª�@Z:>�)[WX�K��e[r����

ÊÃ�?�,�K��¨�y�£.Q�@<�X<x�X�y��l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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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 제고 사업, 최우선

Å ��
���@<A�î�x�Ë��*��>_µK:�þQ�¹�d]���£v�«HI�>_µ

K���\]�eu��µ0���A��îH�Ð����%�&�>_µK:>	�^�l�A

x2�éu��¸4OË2�Ñ��¶ºS��æ�	�0���Ú]��/���o��P�O

��F��~���¤�"�¥*��>_µK:>���@<A�9pÌ0�G�y���ý���

�y�ÍZ�WÖQ�]��r����

Å �Ú����
���uv@<AB��7Gtv�µ6Q�>_µK��¨n���ý'�>_µK

:>�.�@3â���@Z:�-,�¤�W�X�y�[m���e[r����«!r��

B��G��:����]���å�^�y�2[�Ý�@Z:�-,�WpWX�¤æy�F�

��e��d0�Ý£��

Å V&>�>_µK:>�Z^��w��î�2��Z�:�T[r�F�Õ����~�n��.

�@3'���@Z:�-,�X���]�G�$������6�>"�@Z	� Z^
#~G

�'�*�G���íîd[r����-î�/���o��e]�XYÍnn�Ð%�@Z�X

��.�G�:�ÍW	��â��è���e"�=��>_µK��

Å @<�ñ�����"�?*WX�@Z� Z 
̂#~G�â�}¹Y���/��.�@3


��@Z:�-,�X�y��]�"�*�G���>_µK:�*���#~'�*�'�}¹

Y�G��cy�/��.�@3
��@Z:�-,�X�y��]�]'�«�aâQ>���@

<A�Z^��G���¦-d"���y�ÎT:�T[r����

③ 통합노조를 지향하는 사업장 조직화

Å ,É'�>_µK	��������@<AB:�>n�?�,���2�\º\]�e"A'�

>_µK:>n�������@<AB	�G����xOâ����K�W��xO��Ð

%K]�e0�Ý£�

�����Æ��Y%���{C¦�Ç8M�È�����ÉÊ!�Ë�f�Ìq�#�k����Í@��¡Î

Ïv�������Y)���ÐÑÒÓ��L��,)�Ô0�������|�ÕQn�Ö$'-�¡×Ø

)�Ô0������:��Q�st+)�Ô0��Ïv���ÙÚ�g'��=

Å ��£:>n�KW�ô'���
����	�OX,�0�B��A�G�Í�#��.�G��

¶¹à x�Q����"�D�w�y�Áy,�DZ2�Ú%'�}X�µ6	�G����

×�w�HÖQ"�[�ï:�)�F��t:�§[��Ì�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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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r����

Å /{@Z�K+	�íî�Z^����n�W,�102�dý�]��r�

4) 초기업별 교섭과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지향하는 노조운동

Å ��£:>��1,-Q�Î0�°� �-Øi»0ÄØi'���Øi'�]lØi'���Ø

i'�@<â�ØiÃâ�à���×�+y��/Q�@Z«<y�f��r����

Å N|�0ÄØi���y�Ë['�>_µKç��������5�áiÌÖ��íîå�=:

>"��������Í®��â�à����Øiy�xa��"�@l��),A'���

â�~&��«6ô�«�AxQ�?�,��ly��Y�]'������£.Q� ��@<A�

9p�Ì0�Í�.°�Z{�Z^¦-G�y�WpWÖQ�w.F���e0�Ý£��»��

n'� s8s8'� m�����Í®���)[����o��]Ã

Å \%2������5:>���Îz��9��]'�]l�-��¦-��"���n�Wp

WÖQ�ë	F�*�2�eu�����Îz2�¦-dý��-	�p~�"�Dk	�

p2'�µaå� �~�"�.°W�OXy�K+�"�D+��2�����:"�@<Z

{	� n�i�d]�@<Z&n�*�d0�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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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3: IT·게임산업 노동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³®�[���Z&:>n�	 �e"�ZG��ì���&�sc#�.�@3�����@Z�

��6�	�@]:�ÅG;¡���@<A�&<	��ý:>�)�ZG�~]>��îÖQ�

Ï2K�K�:�-�>���;p]A�,���

1. 건강권 차원에서 본 노동시간 양적 측면 vs.질적 측면 

@<1��µ\,��pWX�¢~�"�Oâ�î	�E�WX�D�w�'�ijk�f;�c�

@<â�	�[WX����c:�-,�P���*��p&�¤æ,���m��,�@<1�	�

ðq��1�@<A	�&<:� k"�+�W��+��WK�L����Q�Q2´�íîl�®�'�

Ì�1�	�Å�'��ýM-	��^'�2v�Í�G�¤«��^ÖQ�X,�&<*	�£�2�

�¤���å���

0ã��Y:>�~ý��1��@<��?*��dK�L¬&n��}�Þ1���*�?�"�D

Z�Þ1�����"�G�~��G]�6¡���8Ë��n�Ð]'��}�7s1���*�Î�1�

ÖQ�?�"�DZ:"�G]�6¡��sð��*�Q2����Þ1�y�Îâ�"���"��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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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간 유연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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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모에 따른 차이, 자본의 지불능력 vs. 노동 조합의 목적의식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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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태조사라는 형태의 조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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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4: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개선방안 

이민호(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공인노무사)

Ⅰ 법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다양한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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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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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

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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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선 방안

1.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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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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