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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2004〜11년 단계
적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OECD 국
가 중 최고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는 노사는 물론, 노동
시장과 생산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바야흐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노동의 근면성으로부터 노동의 창의성으로 변경해야 할 때이다.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의 개편은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사
회통합성과 국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근로시
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필요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공
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제시되고 있는 개선안들을 살펴보면, 근
로시간법제에 속해 있는 법정근로시간 규제, 휴일․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대상 및 업종 등에 관하여 편면적인 개선
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로시간 규율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기본적 규율 대상으로서 근로
시간법제는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물론, 근
로시간의 이면(裏面)으로 작용하는 휴식제도 등을 포괄한다. 근로시
간법제의 각 제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제
도에 관한 단편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근로시간법제의 전체적인 차원
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에 기반하여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시간법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로
시간에 대한 국제기준(ILO, EU), 일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의 근
로시간법제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특별
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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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법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중심이 된다.
첫째로, 근로시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근
로시간인가, 대기시간 등에 대한 규율은 어떠한가 등이 다루어진다.
둘째로, 근로시간의 기본체계 및 기본적 규율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근로시간 규율의 기본적 방향(법률주도형인
지, 협약의존형인지) 및 실제, 근로시간 규제집중형인지 휴식시간 규
제집중형인지, 근로시간 규율에 대한 제재방식 등의 문제를 다룬다.
셋째로,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한 규율에 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
는 법정근로시간의 규율과 실제(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인지, 최
대근로시간규율 방식인지), 연장근로에 대한 규율과 실제(경제적 보
상형인지 근로시간 규제형인지 등), 휴일근로에 대한 규율과 실제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로, 근로시간의 배치 등에 대한 규율모습을 살펴본다. 이와 관
련해서는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재량근로 등)에 대한 규
율 및 실제 등이 문제된다.
다섯째로, 휴식의 종류와 근로시간 규제에서의 기능 등에 대해 살
펴본다. 여기에서는 휴게, 휴일, 일간휴식시간 등에 대한 규율과 실
제가 중심이 된다.
끝으로, 근로시간의 기본적 규율에 대한 특례 및 예외에 대해 살펴
본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법제의 적용제외 또는 특례가 존재하
는지, 적용제외 또는 특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국
제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 내지 제7장에서는 일본, 독일, 프랑
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및 그 실제 적용모습을 상세히 살펴본
다. 제8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
한다. 끝으로 제9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과 더불어 근
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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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
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LO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며, 각 국가의 노동관계에 있어
서 전통적인 화두이다. 그러나 1919년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
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부터 1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
난 현재,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은 내용과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
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
정되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직까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이라는 근로시간 규제의 본래
적 가치는 이론적․현실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
편적 국제기준 속에 나타난 규제 및 규율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근로시간법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ILO 국제기준은 1919년부터 1970년까지 근로시간의 일반적 규제
에 관하여 구체적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
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ILO 국제기준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주
당 근로시간 제한(협약 제1호․제30호․제47호), 주휴일의 보장(협
약 제14호․제106호, 권고 제103호․제116호), 연차유급휴가 보장(협
약 제52호․제132호, 권고 제47호․제98호)이라는 큰 틀을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근로
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들을 살펴보면, 휴식제도의 보장을 통한
근로시간 규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시간 규제에서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지 않는 시간(ILO
제30호 협약 제4조)’이라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휴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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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및 권고
들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는데, 다양한 산업별․직역별 특성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규제가 더 이상 효과적인 국제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휴식에 관한 규율은 ILO 근로시간 규제
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EU 차원의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는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노
동실태를 감안하여, 단순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탄력적 규율체계(Flexible Regulatory Framework)’를 구
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따라 EU 근로시간 지침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제도(일간휴식, 주간 휴식, 연차휴가)에 관한
원칙과 함께 이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EU 회원국들이 동일하지 않은 산업별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법체계적 특성을 감
안하여, EU 근로시간 지침은 근로시간에 관한 전통적 규제 방식을
취하면서도 직종별․산업별 특성과 노사 합의에 의한 예외 설정, 기
준기간 방식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 등을 수용하고 있다. 다
만 EU 근로시간 지침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예외에 있어서도 주
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이라는 원칙의 핵심적 사항이 침해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EU 근로시간 지
침에서 설정하고 있는 예외들은 근로시간 및 휴식 부여에 있어서 규
칙성(regularity)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예외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의
무분별한 증가가 최저 휴식의 박탈 등은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은 각 회원국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포섭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에서 준수
되어야 할 핵심적인 규율 사항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기준을 형성하
여 왔다. 비록 회원국의 비준(ILO 협약)과 채택(ILO 권고), 국내법으
로의 수용(EU 지침)이라는 절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준이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요약

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은
휴식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휴식을 통해 규율하고
자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 상이한 현실에서 근로시간 그
자체의 통일적․일률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LO는 주휴
일에 관하여 제106호 협약 및 제116호 권고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
하여 제132호 협약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EU 근로시간 지침은 휴식을 일간휴식, 주휴일, 연차휴가, 휴게로 세
분화한 후 그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식제도와 우리나
라의 근로시간법제의 규율 사항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근로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휴식 확보가 근로시간법제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기준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시간의 규율 시스템은 휴식에 대한 개념과 원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왔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에 시사하
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근로시간정책은 두 가지 핵심 축을
따라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시
간규제의 탄력화, 유연화였다. 당시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는 2000년
까지 되도록 빨리 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
에 있었다. 이를 위하여 1992년에는 한시적으로「근로시간의 단축촉
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을 위한 계획을 책정하고 근로시간 단축 촉진을 위하여 사용자를 지
원하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 총실근로시간은 2,000시간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초장시간 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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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과로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
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
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또는 실패)로 일본 정부는 근로시간정책의 기조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을 배려하면
서 다양한 취로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설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으로 종래의「근로시간의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근로시간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
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과로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 근로시간정책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단축하려는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시간외근로의 상한에 대한 법적인 규제, 심야근로
일수의 규제, 근로일 간의 최단 휴게시간 또는 법정휴일 수의 절대적
보장과 같이 근로시간의 총량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근로시
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취하지 않고 노사위원회
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노사자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규제를 유연화하는 정책 방향으
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애 방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의 도입 및
확대 적용도 명분상으로는 바로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에 있다. 즉 자
신의 취로형태나 실태, 생활방식, 근로의욕 및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
한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나 노사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가 자주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과 근로시간 단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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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나 개정법률안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정책적 특징들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제의
완화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장애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일본의 근로시간법
제도는 근로시간규제의 유연화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적 조치를 입법화한 법제도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근로
시간제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EU 각국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의 근로시간법 정책이 근로시간정책이 추구하는 성과를 거
둘 수 있을지, 아니면 노동계의 비판과 같이 장시간 근로를 더욱 조장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사용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부담만을 일방적으로 경감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지는 향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근로시
간정책이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향
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3.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독일 근로시간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
의 건강, 노동환경, 근로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법
의 입법목적은 노동시장적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보호적
관점에 있으며, 이는 노동의 과도한 이용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
는 최소한 법률적 차원(근로시간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가산수당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 근로시간법은 연장된 근로에 대해서 시간보상, 휴식보장을 강조
하고 보상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및 근로시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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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관련 쟁점, 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배
치 및 분배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및 근로시간 계좌제, 휴
게․휴식․일요일․법정휴일 보장 원리와 실제, 근로시간법제의 특
례와 적용 예외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
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나타나는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주어지는 시간이
다. 근로시간은 ‘근로’와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근로와 관련된 시
간으로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 개별 사례를 통해 축적된 판례와 학
설들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근로의 개시와 관련해서 독일 종래 판례
와 학설은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기업의 요구에 의해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
에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연방노동법원 판례와 실무적으로 사전근로
또는 근로자가 옷을 갈아입는 행위에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
고, 시간 인정 시점을 결정하는 규정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
할 만하다.
또한 독일 판례와 학설은 개별 사례에서 경계에 대한 구별기준들
과 이론을 발전시켜 왔는데, 근로시간 내용에 따라 완전근로, 근로대
기, 대기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호출대기는 기본적으로 휴식시
간으로 본다. 이에 대한 구분은 해석상 근로제공의 강도, 대기 장소
선택의 주체 등의 판단 요소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내
용은 근로시간 길이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
고, 주로 각 단계의 임금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근로의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 길이 규제나, 대기시간, 작업준비
시간 등에 대한 길이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상
황에 시사점이 있다.
둘째,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련하여 독일 근로시간법은 1일 단위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 이
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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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10시간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보상기간 내에
평균 8시간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고, 가산수당지급이라는 조건하에 정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한국
의 연장근로제도와는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법상 1일 근
로시간의 길이와 연장 제한 규정은 근로시간 규제와 유연한 근로시
간제 모델의 적용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실무적으로 단체협약에
서는 주로 1주 단위 근로시간의 길이가 주로 약정되는데, 대체로 서
독지역은 1주 35시간, 동독지역은 1주 38시간으로 약정하고 있다. 근
로시간법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집단계약에
의하여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예외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보호 취지
나 지향이 “특별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보된 경우(제7조 제2a항)”, “근로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제
7조 제6항)” 등 조항 곳곳에 나타나 있다.
독일의 이러한 근로시간 길이의 제한 및 연장근로의 허용 및 보상
기간 내 시간보상 원리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로 장시간 근로에 놓이
고, 이를 임금으로 보상받고 있는 국내에서 근로시간 규율을 재검토
하는 데 주목할 만하다.
셋째,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배치 또는 배분 등은 주로 단체협약 및
사업장 서면합의나 개별적인 약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에도 근로시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괄적인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
다.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2010년
기준 약 40% 정도로 그 활용률이 높다.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근로시간의 변경가능성으로 이해
할 수 있고, 기업의 경제상황 및 내․외부 환경과 근로자의 시간주권
행사에 조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길이, 배치 및 배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연한 근로시간제에는 연장근로, 탄력적 근
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간근로시간계약 등이 속하며, 이러
한 근로시간의 유연화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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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록과 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유연화된 근로시간을 보
상기간의 종료 시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
를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Arbeitszeitkonto)가 활용되고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근로계약, 서면합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
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차이를 기록한 것으로 이를 일정한 기간 내
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기본
적으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주로 협약상 근로시간)
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고, 계좌를 통하여 적립한 시간에 대하여 근
로자의 근로를 면제하고 자유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적립된
계좌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기본
적인 휴일, 휴가 등 근로자의 휴식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
용절감,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일․가정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로 투여된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의 장시간 근로 현실과 근로시간법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
의 이러한 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
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근로자의 기본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
리나라 현실에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
히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관련 법
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시행
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의무, 적립
된 계좌에 대한 시간보상의 원칙, 근로시간저축의 상한 및 하한, 사
전인출 가능성, 계좌정산기간 설정 등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적립된 근로시간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철저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하
는 담보장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독일 근로시간법은 근로시간 개시로부터 최소한 연속된 근
로시간 6시간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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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위해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에 반드시 11시간의 최소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안식을 보장하
고 있다. 즉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근로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최소휴식시간제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근
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
한 의미를 갖는다. 휴식시간의 전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식시
간 동안 근로시간으로서 개시에 대한 요구가 없어야 하며, 휴식시간
은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가 없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소휴식시간이 중단되는 경우 적어도 11시간의 새
로운 휴식시간이 강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법률에
서 인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관철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력을 보존하는 등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입법목
적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휴식시간 동안 근로제공
을 요구할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소휴식시간이 중단
되더라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다시
11시간의 중단 없는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
이다. 국내에서도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최소휴식시간제도 도입
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시기상조
라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 상황
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휴식시간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기독교적 전통 및 사회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요일․법정휴
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법정휴일에
근로가 가능한 예외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고, 예외적인 일요일․법정휴일근로의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보다는
대체휴일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로
기준법상 주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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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 관련 규정을 둠으로써 휴일근로의 만연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보상 문제가 주요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사뭇 다
르다. 따라서 주휴일근로의 금지원칙을 관철시키고 주휴일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휴일 및 가산수당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극히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한 업무
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의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
일의 길이를 설정하는 방안과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금
보상이 아닌 시간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
겠다.
다섯째, 독일은 근로시간, 일요일․법정휴일 등과 관련하여 특칙
및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업종, 업무, 인적 속성, 예외 상황들에 대하
여 매우 자세하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외 설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한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
상의 여객, 화물운송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
과 건강, 도로교통 및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례는, 최근 국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개편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
고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확대(사업장 단위 적용배제 폐지, 또는
적용제외제도 개정)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론과 축
소존치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최소한 축소존치의 경우에도 존치 업
종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업종 내 업무 특성에 따른 적용 인정, 최
소한의 한계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프랑스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근무복 착용․탈의시간, 주거에서 통상적인 근무지가 아닌
근로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호출대기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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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법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단체협약 등으로 그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식보상 또는 금
전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로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오늘날 전자통신기기의 발달, 성과
주의 보상체계의 강화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프랑스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
어 있지만(일부 업종의 경우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법
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1일 및 1주 근로시
간의 상한선(원칙적으로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및 12주 평균 1주
44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연간 한도 시간을 기업의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단체
협약에서 정한 바 없으면 연간 220시간), 나아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연간 한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까지 허용하고 있다. 1주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을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프
랑스의 경우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법정하여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면서도 연장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는 업종 내지 직종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리고 프랑스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축일을 제외한 1주 평균 실근
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실태는, 이와
같은 프랑스 법제의 특징이 현실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적이다.
셋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또는 대체휴식)의 법정 할증률은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되지만(최초 8시간의 연장근로
25%, 그 후의 연장근로 50%), 법정 할증률과 다른 할증률(단, 10%
이상의 할증률)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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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 외
에 유급의 휴식(의무적 보상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법제는 노사 당사자가 업종의 특성, 기업의 규모, 연
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할증률
을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금전보상(가산임금)
뿐만 아니라 일정한 휴식(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의 유급휴식)을 강제
하여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넷째, 연장근로와 달리 야간근로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엄격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통상적인 야간근로
(1일 3시간 이상 및 1주 2회 이상의 야간근로 또는 연간 270시간 이
상의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야간근로자의 사용은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 1일 및 1주 근로시
간의 상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2주 평균 1주
40시간), 유급의 휴식 부여, 산업의에 의한 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요
건으로 한다. 장시간의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생활리듬을 깨뜨리고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법제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다섯째, 프랑스 법제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휴가를 제외한 근
로자의 휴식권은 휴게(근로시간 6시간 도달 시 20분 이상의 휴식),
일간휴식(원칙적으로 연속하는 11시간), 주휴(1주 6일 초과 근로의
금지 및 일요일 주휴 원칙), 법정축일(노동절 등 11일, 단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의 휴식은 임의적 사항)이라는 여러 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일간휴식제도는 근로일 사이에 일정 시간 이상의 충
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우리에게 그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많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
요일 주휴 원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별적 휴식뿐만 아니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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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회적 유대 강화 차원에서의 집단적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정일 주휴 부여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 휴식권 보장
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다.
여섯째, 프랑스의 경우 농림업, 어업, 광업, 운송업 등 사업의 특성
을 고려한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노동법전)
이 아닌 다른 특별법(예, 농업법전, 광업법전, 운송법전, 해상노동법
전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노동법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법정 요건(근로시간 편성의 독
립성과 중대한 책임성, 자율적 결정권한, 최상의 임금수준)을 충족하
는 경영간부이다(단, 경영간부에게도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된다).
경영간부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 관리직 간부는 일정한 요건(적용 대
상자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 연
간 총 근로일수의 제한 등)하에서 연간 근로일수 및 그에 대한 임금
을 포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간휴식, 주휴, 법정축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동법의 규정은 적용되지만, 법정근로시간, 1
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수위․청소원․유지관리인, 가사사용인, 가내근로자
등 특수한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
수행의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노동법 규
정의 일부 내지 특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제는 근로시
간 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 내지 특례와 관련한 우리 법제의 요건
과 범위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항들을 보여주
고 있다.

5.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첫째, 근로시
간의 개념과 휴식시간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여 쌍방향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둘째,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인접 개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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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의미를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하려고
입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경
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연장근로의 허용요건
으로서 주관적 요건과 함께 객관적 요건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여섯
째, 휴일이나 축일의 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일곱째,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로하는 그런 방식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덟째, 교대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아홉째, 야간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열째,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
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열한
째,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대해 그 대상근로자와 요건을 상세히 규정
하고 있다는 점, 열두째, 휴식을 다양한 종류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
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6. 근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
근로기준법 등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을 근로시간법
이라고 할 때, 현행 근로시간법에서는 근로시간, 법정기준시간, 소정
근로시간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법정기준시간의 범위에
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소정근로시간
은 통상임금이나 단시간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지만, 각
종 사회보험법령에서 적용제외를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은 짧게 정한 후 실근로에서는 일상
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소
정근로시간을 통상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원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휴
식시간 개념, 즉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근로자가 노동(사용자의 지
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반 근로
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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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도 유용하다.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무는
동안의 시간은 노동밀도, 즉 근로의무의 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
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의무가 전혀 없는 휴게시간, 근로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근로의무의 강도가 양자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기시간이 그것이다. 대기시간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시간으로 작업 준비 시간이나 작업 정리 시간이 있다. 일ㆍ숙직
근무도 대기시간과 유사한 시간이 있다. 대기시간이나 이와 유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길이 규제, 특히 임금 계산에서 특칙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의 길이에 따른 근로시간 길이나 가산임금 규제의
획일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기
능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이다. 1일의 상한이 없고 연장근로의 제한
에 많은 특칙과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
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장시간 노동을 낳는 1차적 원
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간 최소휴식시간
(Ruhezeit)을 설정하고 1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의 예외를 필요최
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자동차산업 등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되
어 있는 산업에서는 잠정적으로 연간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1주 68시간
론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견
해이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다
르고, 가산 임금의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를 연장근로의 그것
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제도
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
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온 입법적 역사와 변
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연소자와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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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와 관련하여, 휴식 제도
에 따른 간접적 규제를 제외한다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또는 한
주의 어느 날에 혹은 한 달이나 한 해 중 어느 날이나 어느 주에 근
로시간을 배치해야 하는가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결국 근로시간 배치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의 배
치를 정한다. 현재 근로시간의 배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
산임금제 및 휴식제도이다. 가산임금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규
제하지만, 그것의 상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의 간
접 규제는 직접 규제와 달리 규제 대상이 되는 시간의 길이를 제한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시간은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질이 나쁜 시간의 근로
로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자율규제에 방임할 성질의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시간법은 인구학적 특성(연령과 성)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 또는 그가 속한 사업의 성격에 기해 근로시간 규율의
특별한 취급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그 적용 자체를 제외하기도 한다.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특정한 사업에서의
무한연장근로제(연장근로특례사업),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기 독자적인 목적
을 가지고 있지만, 연장근로에 관한 일반적 규제에서 벗어나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능을 가진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외
견상으로는 특별한 임금제도 또는 임금계약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근로시간, 특히 자유로운 연장근로의 이용이 핵심이다. 이런 특례와
적용제외는 근로형태를 장시간 근로가 상태적인 모습으로 정하게 하
고, 인간의 생활형태(생활리듬)를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특례와 적용
제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포괄임금제를 폐
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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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4년부터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2004〜11년 단계적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
고 수준이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는 노사는 물론, 노동시장과 생
산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바야흐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노동의 근면
성으로부터 노동의 창의성으로 변경해야 할 때이다.
근로시간과 휴식 제도의 개편은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은 물론, 사회통
합성과 국민의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시간법제의 개선 필요성에 있어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제시되고 있는 개선안들을 살펴보면, 근로시간법제에 속해 있
는 법정근로시간 규제, 휴일․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대상 및 업종 등에 관하여 편면적인 개선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로시간 규율은 전통적인 노동법의 기본적 규율 대상으로서 근로시간
법제는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물론, 근로시간의
이면(裏面)으로 작용하는 휴식제도 등을 포괄한다. 근로시간법제의 각 제
도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각 제도에 관한 단편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근로시간법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에 기반하여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로시간법제 개편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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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준(ILO, EU), 일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비교법적 연구에 있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
를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법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중심이 된다.
첫째로, 근로시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근로시
간인가, 대기시간 등에 대한 규율은 어떠한가 등이 다루어진다.
둘째로, 근로시간의 기본체계 및 기본적 규율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진다. 여기에서는 근로시간 규율의 기본적 방향(법률주도형인지, 협약
의존형인지) 및 실제, 근로시간 규제집중형인지 휴식시간 규제집중형인
지, 근로시간 규율에 대한 제재방식 등의 문제를 다룬다.
셋째로,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한 규율에 관해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법
정근로시간의 규율과 실제(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인지, 최대근로시
간규율 방식인지), 연장근로에 대한 규율과 실제(경제적 보상형인지 근로
시간 규제형인지 등), 휴일근로에 대한 규율과 실제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로, 근로시간의 배치 등에 대한 규율모습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서는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선택적․재량근로 등)에 대한 규율 및 실
제 등이 문제된다.
다섯째로, 휴식의 종류와 근로시간 규제에서의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본
다. 여기에서는 휴게, 휴일, 일간휴식시간 등에 대한 규율과 실제가 중심
이 된다.
끝으로, 근로시간의 기본적 규율에 대한 특례 및 예외에 대해 살펴본
다. 이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법제의 적용제외 또는 특례가 존재하는지,
적용제외 또는 특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 내지 제7장에서는 일본,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및 그 실제 적용모습을 상세히 살펴본다. 제8장에서는 현
행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한다. 끝으로 제9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과 더불어 근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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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로시간과 관련한 선행연구

근로시간의 상한과 관련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연구로 강판국․김
영조(2003)는 “근로시간 단축의 워커쉐어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
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실업자 수의 증대로 인하여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이 요구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워커쉐어링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생활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으며,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순원․윤기설(2012)은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
하여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대자
동차 사례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물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
해서 기업이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에
① 근무강도를 강화하여 생산성을 증대, ② 신규투자를 통해 설비를 확대
하고 근로자들을 추가 고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①은 노동조합의 저항이,
②는 회사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대제 개
편을 통한 근로시간 감축을 유연성 강화와 조직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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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공유가치를 개발하여 공존형 근로시
간 단축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강식(2014)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장시간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및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과 창의성의
하락, 타인의 고용기회 박탈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
한 해결책으로는 ① 업무관행 및 조직문화의 개선을 제시한다. 구체적으
로는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과학적 성과
주의)하고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 생산성의 향상(근로관리, 인적자원관리,
시설관리)을 들고 있다. ②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과주의 임
금체계의 개편,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중소기업 지원을 들고 있다.
김승택(2005)은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의 진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글은『국제노동브리프』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생산성,
삶의 질, 개인의 선택, 개발도상국의 시각 네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시간당 생산성의 극대화 논의, 삶의 질을 유
지하기 위해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하는지,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의 선
택에 따른 근로시간의 다양화와 분산화, 개발도상국의 경우 근로자의 건
강 보호, 장시간 근로 제한 등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유선(2008)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시간과 관련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가져
온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하였으며,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증가되었고, 시간당 임금이 증가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재원(2001)은 “근로시간 단축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KLI 추정결
과의 검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
점으로 한국노동연구원(KLI)의 추정결과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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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는 고용창출을 과대 추정하
고, 인건비 인상이 과소 추정되었으며,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투자
를 위축시키거나 아웃소싱의 강화로 국내 노동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당분간 유보하여, 제도의
도입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원(2000)은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근무시간 단축의 정책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
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반대의견
이 많으며,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과대한 인금인상으로 경제
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된다는 점,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괴리, 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당분간 유예하여 점진적․차등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지
급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훈(2000)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법정책적 방향”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장시간 근로는 초
과근로시간에 의한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시간외근로에 관하여는 시간외근로의 상한선 설정, 할증임금률 조정, 보
상휴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휴일․휴가제도 개편방안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정, 휴가사용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재량근로제를 확대하여야 하며, 연장근로․휴게
시간의 특례규정과 관련해서는 상한선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여성 관련 근로시간제도 부분은 야간근무의 제한․생리휴가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김형민(2008)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연구총서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장시간 근로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낮은 기본급
구조와 높은 초과근로시간 비중, ② 휴일 및 휴가 사용문제, ③ 교대제 근
무, ④ 근로감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① 근
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②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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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조문화, ③ 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 합의, ④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의 실시, 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
므로 ‘고용보험법’의 특례적용이 필요하고, ⑥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사용
을 주단위로 개편하고, ⑦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아닌 특
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남성일(2002)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분석”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소득을 상승시켜 소비를 촉진하는 반면, 비용 상승으로 고용
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법정근로
시간 단축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선행하여 휴일․휴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기한 연월차 휴가일의 축소), ③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
률 제도를 개선(일정시간까지 25%, 그 후 50%)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광택(2002)은 “근로시간 단축의 법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
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① 임금보전,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여부, ③ 단축일정과 중소기업 지원문제,
④ 주5일 수업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근로시
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원칙은 노사간의 단체협약과 정부의 행정지도
로 해결할 것,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대신 시급인상 등을 통한 임금보전방
법을 명문화할 것, 연차휴가는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기능해야 하
며, 연차휴가 초과일수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개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할 것, 유급 생리휴가제도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를 전
제로 수당신설을 통해 기존 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는 일․주․월 단위의 초과근로 상한선을 엄
격히 규정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탄력근로제를 3개
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초과근로시간을 축소해야 하며, 선
택적 보상휴가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보상휴가시간
이나 기간의 경우 노사자율협상에 의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단축일
정에 관하여는 기계적으로 열거한 규모별 시간 테이블의 재고, 주5일 근
무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 조세, 사회복지제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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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완화 등 부문별 지원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④ 교육부문에서 주5
일 근로제는 개별교사의 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은 신규교
사의 충원문제와 연관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종희(2000)는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입법정책적 방향과 과제”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당시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근
로시간의 단축을 전제로 원론적인 정책방향성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경제헌법과 노동보호입
법의 체계성에 부합할 수 있는 목적성의 확보, ② 대단체협약임의조항
(tarifdispositive Regelung derogatoire)의 방식의 고려, ③ 최장 근로시간
제한 설정과 최소 무노동시간 설정, 장시간 근로를 방임하는 조항의 정비,
휴가취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④ 사용자에 대한 대응력에 따른 차등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배규식(2012b)은 “근로시간의 정의, 측정, 산정과 보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시간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근로시간의 측정도 조사대상,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
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ILO에서 새
롭게 정의한 근로시간의 개념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을 새롭게 정의하고,
근로시간과 관련된 항목을 분석할 경우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근로시간
통계를 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성재민(2005)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쟁점은 주당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
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료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 시행에 따른 직종별, 집단별 불균형의 문
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신관호․신동균․유경준(2002)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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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생산
성의 증가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처럼 법정근로시간 단
축 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학수(2006)는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이 글은『국제노동브리프』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
본이 근로시간 단축, 휴일의 증가정책에 성공한 요인으로 ① 근로시간 단
축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노력, ② 1980년대 경제호황기로 인해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던 시대적 배경, ③ 기업사정을 고
려한 단계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실시와 중소기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유성재(2000)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오는 효
과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경
우인가를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을 살펴보면 ① 프랑스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연간단위 변형근로시간에 ‘시간저축제도’를 결합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를 줄이기 위해 보상휴가적용시간을 줄였다. ② 일본의 경우,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추진되었는데 시간외근로의
할증임금 인상, 상한선 제정, 휴가제도 개선, 변형근로제의 도입 등이 있
다. ③ 독일의 경우, 프랑스처럼 국가주도에 의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온 것이 특징이다. ④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간
의 자율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미국의 경우, 연
방법보다는 주(州)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크다. ⑥ 유럽연합
의 경우,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에 따른 근로시간을 채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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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이을형(2002)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전개에 대한 一考”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근로시
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창출효과가 희박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
우며, 합의라는 명목으로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①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실근로시간의 단축에 초점을 맞출 것, ②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는
적어도 현행기준을 유지할 것, ③ 변형근로시간제는 최소한 현행 기준이
라도 유지할 것, ④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유급주휴제는 유급으로 할 것, ⑤ 연월차휴가의 통합과 연차휴가의 부여
요건 완화, 휴가기간 부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⑥ 여성 보호규
정(유급 생리휴가 등)은 근로시간 단축론 종결 후 재검토할 것, ⑦ 법정근
로시간 단축일정은 한꺼번에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승현(2009)은 “근로시간 개념과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이 논문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기존의 근로시간의 개념과 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체계를
사전적 근로시간(약정임금시간, 약정근로시간)과 사후적 근로시간(실근
로시간, 실임금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계약이 기능할 수 있는 사
전적 근로시간 영역은 경직성을 완화하여 계약의 자유를 일정정도 보장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 보호는 최장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
식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정원(2006)은 “프랑스의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글은『국제노동브리프』에서 ① 주35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평가
로, 근로자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래 기대했던 고용창출에 있어서
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적 조항으로 인해 대체되고 있다. ② 유급휴가
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하길 원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2005년 법률을 통해
임금의 보장보다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우선시하고 있다. ③ 특별휴가로
서는 무급으로 가족관련휴가, 연수휴가, 기타 일반 이익을 위한 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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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종욱(2013)은 “경제민주화의 노동시장 규제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
점과 대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세미나 자료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
한 문제점으로 ① 기존 경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결여한 채 장시간 노
동의 문제점 해소와 선진국 벤치마킹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장시간 근
로 수요자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1차, 2차 협력업체의 사정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③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올 수출산업 경쟁력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① 휴일근로제
한이 실시될 경우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필요, 기존 설비의 효율화와 신
규투자, ②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도입, ③ 1차, 2차 협력업체에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입법의 필요성, ④ 노(원청)-노(하청) 상생협
력을 제시하고 있다.
정인섭(2007)은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제도 개선과
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연구총서에서는 근로시간에 관련한 문제점으
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휴식시간’이라
는 개념을 설정하고, 휴식시간 보장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한
다. ②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근로시간법제의 적용제외로 규정하여 엄
격하게 규제하고, 포괄임금산정방식을 금지해야 한다. ③ 근로시간 적용
제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근로시간의 편성과 관리에 있어서 근로자
의 선택과 영향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④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최소한
도의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규식(2009)은 “장기간근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초과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휴가․휴
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는 ① 장시간 근로 및 초과근로시간을 유발하는 근로시간특례적용사업에
대한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즉 공중의 불편을 피해야 할 필요성과 업무
의 특성상 필요한 정도에 비추어 최소한도와 부득이한 범위로 제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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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것이다. ② 서면합의에 따른 근로의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
칙에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른 의무의 발생을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③ 근로시간특례사업에도 연장근로 상한제한이 필요
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휴가․휴일제도에 있어
서는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요건을 완화하여 6개월 계속근무로 개정할 필
요가 있고, 휴가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사업(장) 단위에서 집단적으
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석연(2000)은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과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노
총과 경총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업의 규모․종류에 따라
5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시간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
시하고 있다.
하상우(2012)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경영계의 입
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합의에 의한 점진적인
단축을 하기로 하였으나,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급격한 단축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근
로시간 단축은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는 급진
적이고 규제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기업현실을 고려한 점진적인 근
로시간 단축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성급한 제도 변경은 기업경쟁력을 약
화시키고 노사갈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근로자,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기수(1999)는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자 계층의 소득수준, 의
식수준의 변화로 장시간 근로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과 같
은 입법적 방법과 노사정의 공정하고 공평한 협의를 통해 실근로시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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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어수봉 외(2007)은 “실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학술연구 용역사업보고서에서
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한 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법정근로시간 단
축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목적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제도 정
착에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이유로 법정시간 단축의 도입을 기업의 규모
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에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제도를 개편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②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시간이 단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장들이 법정근
로시간 단축을 추가고용이나 교대제 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기존 근
로자들의 초과근무시간 증가를 통해 해결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교대제
근무를 개편하도록 사업주들을 유인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
어 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특례해당산업의 비율이 점
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야 한다. ③ 휴일 및 휴가 일수는 증가했으나 실제 사용일수는 증가분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다양한 형태의 휴가보상제
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휴가저축제도를 들 수 있다. 또한 휴
가 청구권의 시효를 당해 연도에서 (예를 들어)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④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 한다. 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지만 외(2012)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
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학술연구 용역사업보고서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감축하는 추진일정과 실
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므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제도개선에 있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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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유연한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특례제도의 개선은 2014년까지
추진하도록 한다. ② 관행개선에 있어서 교대제 개편, 연차휴가 사용 확
대는 2017년까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한다. ③ 기타 항목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 얼굴 도장찍기 문화개선, 정
시출근․정시퇴근 문화는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한다.
배규식(2015)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글은 근로시
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정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쟁점과 노사정의 입장으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에 따른 단계적
감축과 특별연장근로 허용여부에 관해서는, 단계적 감축 기간에 관한 입
장차이가 존재하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실시요건, 노사 대표의 서면합의절차, 특별연장근로의 상한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②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특례업종을 축소한 후 남은 업종의 근로시간 상한 설정이
바람직하고, 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 시 노사 대표 간에 서면합의를 함에
있어 대상 업무,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의 서면합의를 명시해야 한다. ③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연장
에 관하여, 노동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취업규칙 변경으
로 2주에서 1개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④ 근로시간 규제제도 적용 예외의 축소에 관하
여는 노사정의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⑤
재량근로의 확대는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⑥ 미사용 연차휴가의 금전보상에 관하여는 휴가사용촉진을 통해 일․가
정 양립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상호(2008a)는 “근로대기시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
아짐에 따른 근로의 전․후, 도중에 대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과 별도로
평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의 근
로대기시간에 관한 비교 설명을 한 후 우리나라도 근로시간과 근로대기
시간의 별도의 개념을 마련하여 구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태정(2008)은 “사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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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행의
실근로시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적합하
지만 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형적인 근로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도의 구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업무 재량성을 판단하여 제도를 구상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도재형(2012)은 “대기시간의 법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지에 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는 대기시간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례의 해석에 따르고
있으므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과는 다른 제3의 제도로 입
법화하여 실제운용 모습에 부합하는 규제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며(프랑스는 중간적 시간 제도를 두고 있음), 개별 업종별
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휴게시간의 최대한
(最大限)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은정(2013)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점으로 월(月)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
한 기준시간과 관련하여 ‘약정 근로시간’, ‘명목 근로시간’의 사용과 설정
에 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임금체계를 간소화
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본으로 산
출해야 하고, 법정근로시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소
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게 정당
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제성(2005)은 “근로시간 개혁에 관한 2005년 3월 31일 법”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이 글은『국제노동브리프』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프랑스의
‘사업 내 근로시간 개혁에 관한 2005년 3월 31일 제2005-296호 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 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확
대와 근로시간계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법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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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인 35시간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근로시간계정의 내용으
로는 적립된 휴가 의무사용규정 폐지, 근로시간계정의 범위확대 및 사용
목적 확대가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근로자가 사용자
와 합의하여 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연간 최대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하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절 연장근로와 관련한 선행연구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강성태(1994)는 “연장시간근로 등에서 근로시간
의 산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
으로 ① 연장시간근로의 시간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② 임금계산의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
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는 ① 연장시간근로의 시간수를 확정하기 위해서
는 실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연장시간근로
로 보아야 하고, ② 실제 근무를 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김상호(2008b)는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연장근로
특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우리나라의 연장근로 특례에 관한 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와 관련한 비교 고찰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연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대기근로시간 및 준근로시간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의 연장근로 특례에 관한 해결책으로 연장근로
특례의 시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상휴식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
고 있다.
김재훈(2007b)은 “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연장허용한도가 삭
제되어, 특례사업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무한정한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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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국제기준 및 주요
국가 입법례를 참조하여 상한선 설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홍영(1993)은 “주중 법정공휴일과 주간근로시간 제한”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법정근로시간 단
축으로 인하여 법정공휴일의 근로가 소정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약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근로를 지시한 것은 소정시간외 근로가 되며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승길․김준근(2014)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여부와 개선방안”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
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행해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시간한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대법원 입장이 확립되었지
만 이에 상반된 하급심 판례가 나오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 무리
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존 법조문에 대한 제대로 된 법 해석
을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영길․정희선(2014)은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중복할증 여
부에 대한 판례고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에 관
한 문제점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의 할증임금 산정방식
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법리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로 인하여 법적안정성
을 해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들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한 심층심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홍영(2012)은 “휴일근로를 1주간의 연장근로에 산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
로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
으로는 입법론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조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만 휴일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게는 대체휴일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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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희성(2014)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휴일근로의 주간 연장근로 산입 및 중
복할증의 인정에 있어 대법원의 입장(중복할증 불인정)에 상반된 하급심
결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① 해석론적
으로 주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 내지 산입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
다는 것이다. ② 입법론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
하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이 최장한도가 되는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와 같은 개정이 동시에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홍영(2015)은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에 포함 관련 - 근로시간 제
한 입법론 검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휴일근로를 주간 연장근로 제한에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논란
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입법이 가지는 장
점은 ① 주간 최대 연장가능시간의 한계가 재설정됨으로써 총근로시간의
단축효과, ② 휴일특근의 억제로 인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기업의 임금 및 제반 비용의 증가와 충분한 업무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중복 할증률을 조정하여 입법적
인 타협의 여지를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개정법의 적
응을 준비할 수 있는 특례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관련한 선행연구

근로시간의 배치 내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관련하여 김소영(2010)은
“근로시간운용의 탄력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시행
에 있어서 법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이 단축
되었는지, 단축목적이 실현되었는지에 관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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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으로는 이미 근로시간운용의 탄력을 통한 실근로시간의 단축 경험
이 있는 유럽의 사례를 설명하고,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도를 도입하고
자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선택적 근로시
간제의 정산기간을 연장하거나 관련 규정의 신설을 통해야 하는 점도 제
시하고 있다.
김재훈(2007a)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활용 상태를 분석하고, 일본 법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근로
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명시, 1년 단위의 적용확대에 있어서는 소정
근로일수의 한도․연속근로일수의 상한․소정근로일수의 상한․시간외
근로의 상한 등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며, 근로자 대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도에 관하여는 ‘기획업무
형’ 재량근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유정엽(2010)은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
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개정안(2009)에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근로소득의 감소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① 연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실시하는 경우, 장시간 노동 관행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현행
법의 제도적 정비 및 잘못된 행정해석을 시정하는 등의 연속적 초과근로
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②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나 계절적 업무의 양의 차이가 있는 사업장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개선
하고 연속휴가 사용권을 보장해야 하며, 사측의 휴가시기 변경 요구를 엄
격히 제한해야 한다. ③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휴가청구권 행사에 있
어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자 하는 정부안은 그 실효성이 문제
가 된다. 6개월 뒤의 휴가일을 정할 경우 장래에 사정변경이 생긴다고 해
도 휴가를 바꾸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계획 변경권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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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조경신(2001)은 “근로시간의 탄력적 규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
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국제경제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근로시간규제의 문제(근로시간 단축,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① 근로
시간 단축은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총고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성이 증가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② 변형근로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단위의 적용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근로자들의 의욕
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채준호․이상민(2010)은 “영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시간 유연화 전
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영국의 경
우를 살펴보며 한국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을 살펴보면 영국 기업들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공유제’
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공유제란 하나의 일자리를
복수의 근로자들이 함께 수행하는 제도이고,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수요
에 따른 감축이 예상되는 해당 기업의 전체 일자리를 전체 근로자들이 근
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함께 나누는 제도이다. 이러한 영국의 제도가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정리해고와 같은 기존의 외부적 수량적 유연화나
임금조정에 의존한 노동유연성 제고에서 벗어나 내부적 수량적 유연화를
통한 노동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재훈(2006)은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
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학술연구 용역사업보고서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탄력근로시간제에 있
어서는 절차적 요건을 정비하고, 도입 시 동의의 주체인 ‘근로자 대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완비되었다는 전제하에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재량근로에 대해서는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정하여 그
적용의 확대를 도모하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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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근로시간 특례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서면합의의 내용이 단체협약
이나 취업규칙에 시간외근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의무발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상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휴게제도에서 일제부여의 원칙을 도입하고
부여기준에 있어 8시간 초과의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휴게시간
의 부여가 필요하며, 휴게시간의 길이는 영업시간 내에 휴식이 가능한 최
소의 한도는 보장하여야 한다. 휴게시간 분할 부여의 문제에 있어서는 휴
게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시간을 최소한도로 하여 부여해야 한다. ④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다양한 휴가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4절 근로시간 특례 및 예외와 관련한 선행연구

근로시간특례규정과 관련하여 김홍영(2010)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제외사업(식물재배사업)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의
지급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
로 지적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제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초과근로수당에 관한 기존 대법
원의 입장인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를 판단하는 법리를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1호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항의 판례법리가 그 적용대상인 근로관계의 실질 및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제63조 제1호의 사업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제63조의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약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합리
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귀천(2012)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소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광범위한 직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
와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규정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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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로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
한 해결책으로는 현행법상 특례적용 사업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특례대상
사업장에서의 특례제도를 삭제하고, 특례대상 사업 규정을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비교법적으로 독일과 마찬가지
로 근로일 간 최소휴식시간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지순․전윤구(2011)는 “근로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기준
법이 연장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도 근로시간특례제도를 두어 제한 없는 연장근로시
간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근로
시간특례의 대상 업종이 실제로 전체 사업장의 50%가 넘는 현실에서 대
상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연장근로에 절대적인 상한선을 정하고, 초과
연장근로부분에 대한 의무적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
하고,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노사간의 합의
에 의해 실시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배규식(2012a)은 “근로시간 특례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시
간 특례업종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10개 업종, 140만 명에 이
르는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시간 규제에 의한 보호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
제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1일 11시간의 최소연속휴식시간
을 보장해야 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월최대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해
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전윤구(2010)는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특례사업의 축소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
로 특례대상 사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근로시간특례사업에 대한 개
정 없이 20인 미만 고용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만으로
는 실근로시간의 현저한 단축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본 노동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들어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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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① 특례대상 사업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축
소하였고, 변형근로시간제도도 이를 기초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특례대상산업 전부에 대해서 법정근로시간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진(2013)은 “일본의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제도 고찰”에 대해 다
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근로시간의 특례사업은 최소한의 구체적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②
특례사업의 적용규모는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특례사
업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의 상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④ 휴게시간의 길이
에 대한 상한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진(2008)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법정근로시
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실근로시간은 여전히 장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과 제63조의 ‘근로시간 적용
의 제외’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 개선방안
에 대해서는 ① 특례인정의 적용규모는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② 특례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최소한의 구체적 사업으로 한
정해야 하며, ③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요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의
정의와 선정방법을 법령에 의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④ 현 특례규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례로 전환되어야 하고, 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
과하는 경우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기준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⑥ 휴게시간의 일제부여원칙을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박지순 외(2010)는 “근로시간 특례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학술연구 용역사업보고서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
여 제시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근로시간특례에 대해서는 ① 각 사업체에
서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개념이 불
명확하다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대상 12개 업종 중에
상시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시적인 것이 아닌 일정시기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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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연장근무의 필요성 또한 업무별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동일업
종이라고 할지라도 규모에 따라 특례적용의 필요성이 다르다는 점, ③ 특
례규정 적용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절차가 거의 이행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④ 일부 업종의 경우 특례인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
는 점(예를 들어 운수업), ⑤ 기존 근로시간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근
로형태가 존재한다는 점, ⑥ 특례해당 업종 중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다른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의 적용대상과 중복됨으로써 특례적용의 필요성이
없는 업종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① 근로시
간특례가 허용되는 사업에 대해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② 특례
대상사업을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근로
시간특례제도의 개선안을 모색할 때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
용보험에 기초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활용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5절 휴게․휴일․휴가 및 그 밖의 선행연구

강성태(1996)는 “휴게시간의 의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휴게시간은 휴일이나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한 것이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의의를 살펴 입법적 보
완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는 ① 휴게
시간의 최대한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법으로 독일에서와 마찬
가지로 통상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휴식시간
의 최저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② 현행규정에서는 휴게시간의 부여시점
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일정시간의 근로가 계속되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휴게를 주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③ 휴게시간
분할 시 일반적으로 20분 이상, 식사시간의 경우 40분 이상과 같은 최저시
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④ 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일제부여에 대해서
는 일제부여를 원칙으로 예외의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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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2014)는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용률과 취득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단기적으로는 연차휴
가 취득 요건의 기준인 출근율 80%의 기준이 유효한 기준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출근 요건 폐지를 통해 연차휴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차휴가시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기지정권행사를 입법화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경우 그 내용이 막연한 점이 있으므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② 장기적으로는 ‘휴가자유이용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하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금지의 원칙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차
휴가의 일괄사용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재훈(2001)은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본래 취지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① 연차유급휴가 취
득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부여일수에 관하여는 1년 미만의 근로
자에게도 근로기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②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에 관하여는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다. ③ 연차유급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전보상을 원칙
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수근․김근주(2010)는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과 쟁점”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8할 이상의 출근일’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출근과 관련하여 기준과 해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근로의무를 해석을 통해 근
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차휴가
제도의 성격을 임금보전적 성격만으로 보기보다는 여가보장적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철수(1999)는 “휴일․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 대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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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휴가제
도에 대하여 노총과 경총의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연차유급휴가권의 성립요건으로 1년 계속근
무 및 개근 또는 9할 이상의 정근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6개
월 계속근무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② 휴가제도가 정신과 육제의
피로회복이라는 측면보다 임금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기근속자의 휴가일수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③ 휴가의 완전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춘규(2010)는“「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
한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
한 법적 쟁점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와의 충돌문제와 대체공휴일 도
입에 관한 적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① 현행법
상 공휴일제도의 운용은「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법제화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공휴일 제도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준용하는 형태가 타당하
다. ② 장기적으로 최소 또는 적정한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그
리고 ③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갑래(2009a)는 “휴일제도에 있어 근로조건 자율결정의 원칙과 한계”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점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제
도에 관한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판단을 ‘근로조건 자
율결정의 원칙’에 맡기고 있어 판례, 행정해석, 학설 등이 통일되지 못하
고 이론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는 휴일의 개념을 법에 명시, 근로자의 날이 휴일규정
중 어떠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할 것, 주휴일을 무급화할
것, 휴일근로의 요건과 임금산정방식의 정비, 여성관련 조항의 합리화, 공
휴일의 법정화 등 전반적인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기우(2015)는 “근로시간 규율 관련 휴일규정 적용예외에 관한 프랑
스 노동법전상 규정과 시사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근로시간 단축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2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고, 근로시간 규율 관련 항목이라는 점
을 분명히 하면서, 프랑스의 제도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
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주당 법정시간이 35시
간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휴식예외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
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연간 총근로시간을
정하여 이 범위에서 주당 근로시간규정의 예외를 정하고, 일요일 휴식을
중심으로 1주간 휴식의 예외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단체협약을 통한 집단적 합의를 중시하
는 점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박귀천(2015)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독일연방노동법원의 최근 판례
에 대한 검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영
향하에 내려진 최근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우
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독
일은 ① 실제 근로제공을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으로 전제하지 않는
다. ②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유사한 자로 간주되는 자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③ 근로관계의 종료
와 관련한 휴가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금전상의 부담을 근로자에
게 전가하지 않는다. ④ 당해 연도에 발생한 휴가일의 전부사용을 원칙으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다. ⑤ 근로의 대
가로서의 휴가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다. ⑥ 법적 근거 없이 단체협약으로 휴가일수를 삭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점들이 우리 현행법과의 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우광호(2015)는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분석”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화이트칼라 근로자 비중
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 적합한 근로시간제도 설계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이다. 기존의 근로시간제도는 공장 근로자
에 초점을 맞춰 왔다. 따라서 ‘화이트칼라’라고 부르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는 기존의 근로시간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근로시간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닌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미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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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산업구조 및 직종변화에 부합하
는 근로시간제도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갑래(2015a)는 “사무직 관련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변화
로 인해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고도화되어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이에 기존 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본 개선방안으로는 ① 포
괄임금제의 실시가 있으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법적근거가 없고 판례법
리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②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활용도가 낮으며, 사무직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③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제외
제도는 관리․감독직이 아닌 일반사무직에게까지 확대하기 어렵다. ④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는 일반 사무직에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시간의 간
주’이므로 간주시간을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차원에서 본 개선방안으로는 ① 기획업무형 재량노
동제가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제도로 일반사무직을 위한 대표적인 유연근
로시간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대상 업무는 받아들이되, 요건과
절차를 한국의 재량간주근로시간제처럼 설계하여야 한다. ② White-collar
Exemption 제도는 미국의 제도로서 전형적인 사무관련직 유연근로시간
제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러 유형의 유연근로시간제가 하나의 제
도로 통합됨으로써 통일성과 명확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일본형 신재량노동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자 일본 정부가 미국의
제도(Exemption 제도)를 참고하여 설계한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
사정에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결론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Exemption 제도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기획업무형 재량간주근로시
간제를 도입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박주현(1992)은 “포괄산정 근로계약(포괄역산 임금계약)과 근로시간”
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고, 근
로시간과 관련하여 의미, 대기시간, 감시․단속적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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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2011)은 “독일 기업의 근로시간 계좌제 사례 연구”에 대해 다루
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업의 노동유연
성 확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유연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독일 기
업에서 운용되고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에 대해 설명하며, 근로시간 계좌
제가 한국 기업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하는가를 살피고 있다. 또한 한국
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시간결정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
한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소득감
소를 보장할 수 있는 고용안정, 소득안정, 근로자의 근로시간선택권이 전
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승길(2006)은 “휴게시간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
중 ‘휴게시간’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미비한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휴게
시간제도에 대한 쟁점들을 해석론으로 파악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로
인하여 행정해석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는 해석론의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
적인 내용으로는 ①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적어도 45분 이상
의 휴게시간 부여, ② 6시간 근로를 하나의 휴게부여 단위 시간으로 설정,
③ 휴게시간의 최장시간을 2시간 정도로 규제, ④ 분할된 휴게부여 방식
을 규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2014)은 “화이트칼라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행 근
로기준법이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의 경우 화이트칼라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① 근로시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
다는 점, ②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 및 1년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전문업무형 및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의 도입, ③ 화이트칼라 근
로에 재량근로제의 도입, ④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에 대한 의식 전환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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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제1절 서 론

근로시간 규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이
하 ILO)의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노동관계의 전
통적인 화두이다. ILO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서는 제13편 “노동(Labour)”에서 ILO의 설
립 근거(제1절 : 제387조부터 제425조)와 ILO가 추구해야 할 일반원칙(제
2절 : 제427조)을 규정하였는데,1) 당시 총 9개의 일반원칙 중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2개를 차지할 만큼 ILO의 설립단계부터 근로시간 규제의 중
요성은 크게 강조되어 왔다.
ILO가 설립된 후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자 하였던 최우선적 사
항 역시 근로시간이었다.2)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
1) 베르사유 조약 제13편 제2절(제427조)에서 규정된 일반원칙은 ILO 제29차 총회
(1946년 10월)에서 헌장개정문서가 채택됨에 따라 헌장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대
신하여 필라델피아 선언이 부속서로 추가되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간의 상품성을 부정하는 인권적 기본원칙, ②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할 권리
③ 적정 임금의 지급, ④ 1일 8시간 또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⑤ 일요일을 포
함하여 24시간이 미달되지 않도록 매주 1회의 휴식 부여, ⑥ 아동노동의 폐지와
청소년 보호, ⑦ 남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⑧ 노동기준의 평등한 적용, ⑨ 노동
감독제도의 실시와 여성의 참여로 요약할 수 있다.

30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공업부문)협약」부터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4년「개정 해사노동협약」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에 관한 사항은 ILO 국제기준의 주요 주
제가 되어 왔다. 근로시간만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
을 살펴보면, 1일․1주 근로시간 규제부터 각 산업별․직역별 근로시간
규제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시간을 두고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오고
있다.
한편 ILO 국제기준과 함께 주요한 국제기준으로 언급되고 있는 유럽연
합(European Union : 이하 EU) 지침(Directive)에서도 근로시간의 다양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3) EU 지침은 회원국들의 수용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만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각국의 특수성보다는 근로시간 규제가 지니는 보편성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EU 지침은 그 근로
시간의 특정 주제별로 접근하는 대신 통일된 지침을 통하여 주당 근로시
간 상한, 1일․1주 휴식시간, 야간근로, 교대제근로, 연차휴가 등을 일괄
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근로조건 평등을 통한 통일 노동시장 형성을 추구
하여 왔던 EU에서는 연합체 성립 이전부터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근로시
2) ILO에서는 총회(Conference)의 의결을 통하여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
dation)라는 두 가지 국제문서(international instrument)를 채택하고 있다. 협약과
권고는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회원국들의 비준 의무를 창설
하는 문서(obligation-creating instrument)인 반면, 권고는 회원국들의 의무와 관
계없이 기준만을 규정한 문서(standard-defining instrument)이다. 그러므로 회원
국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그 회원국에 비준의무가 발생하고 구속력을 갖게 되지
만,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국내입법의 지침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하에서는 협약과
권고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ILO 국제기준”을 사용하도록 한다(참고로 ILO 국제기
준은 ILO instruments를 번역한 것으로 “ILO에서 채택한 문서화된 기준”을 의미
한다).
3) 규제(restriction)와 규율(regulation)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본래적 의미
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ILO와 같이 초창기에는 규
제 중심, 즉 근로시간 상한과 휴식시간 하한의 설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최
근에는 다양한 근로시간의 변형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규율 중심으로 파
악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규제와 규율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기준 설정 및 제한의 의미가 강한 경우에는 “규제”를, 그 이외의 경우
에는 “규율”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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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규율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4) 이에 관해서는 1994년 최초로 채택된
EU「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93/013/EC)이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개정(2003/88/EC)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5)
이하에서는 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본체계, 근로시간의 길이 규제와 배
치의 방법, 휴식제도와 적용제외 등에 관하여, 관련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2절 근로시간 규율의 연혁과 기본 구조

1. ILO 국제기준
가. ILO의 근로시간 규제 논의와 배경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근로시간 규
제법을 중심으로 초기 노동법이 형성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주의
로 대변되는 생산방식의 기계화는 장시간 근로를 가져왔으며,6) 산업화된

4) 흔히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라고 하는 1992년 2월 7일 서명된
EU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에 따라 1993년 11월 1일부터 출범한 EU는
이 조약 제1부의 ‘공통 규정’에서 유럽 권역 내의 장벽을 철폐하고 경제 및 사회의
일체성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에
관한 논의들은 EU 출범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EU 출범을 계기로 근로시간 규제
에 관한 필요성이 더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하 EU의 1994년「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93/013/EC)은 1994년 지침으로,
2003년「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2003/88/EC)은 2003년 지침으로 인용하도록
한다.
6) 산업혁명 이전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산업혁
명 이후 사용자들은 거액의 자본을 들여 구입한 기계가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계가 멈추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인간인 근로자가 기계
의 작동속도에 종속되게 되었으며, 교대제근로와 야간근로 등의 기형적 형태가 발
생하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이원희(1992),『근로시간제에 관한 법적 연구–기초
개념과 근로시간규제의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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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ILO가 창립되기 이전인 19세기부터 근로시간 규제는 영국, 독일, 프랑
스 등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 흔히 공장법(Factory Act)이라고 호칭되는 영국의 1802년 도제생의 건
강과 도의적 의무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 1802)의 1일 12시간 상한, 프랑스의 1841년 법률과 1892년 법률에 의한 연
소자 및 여성의 1일 근로시간 제한, 독일의 1869년 영업법(Gewerbeordnung)
에 의한 근로시간 규제 등은 근로시간 규제의 초기 형태이며, 이를 바탕으
로 각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
울여 왔다.
<표 3-1> ILO 창립 이전 세계 각국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변천
1784
1802
1815
1819, 1825
1831, 1833

내용
1일 10시간 상한제 의회 제출(기각)
제1차 공장법 시행
1일 10시간 규제 운동 시행
제2차 공장법 제정(미시행)
제3차 공장법
1) 방직공장에서 21세 이하 근로자 야간근로 금지
2) 18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1840

1일 8시간 근로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파업 실시

1841

탄광 노동 시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1842

12세 이하 아동의 1일 10시간 제한

국가(도시)
영국
영국
영국
영국
영국
뉴질랜드
(웰링턴)
프랑스
미국
(매사추세츠)

제4차 공장법
영국
(1일 성인 12시간 연소자 6.5시간 제한)
제5차 공장법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근로 허용시간 규정)
1850
영국
1) 평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1868
연방 근로자에 대한 1일 8시간 원칙 수립
미국
1899
공공부문의 1일 8시간 원칙에 관한 법률 시행
푸에르토리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 있어서
1916
호주
모든 근로자의 1일 8시간 원칙에 관한 법률 시행
1917
1일 8시간 명령 시행
러시아
1919
모든 근로자의 1일 8시간 원칙에 관한 법률 시행
스페인
자료 : http://www.fedee.com/labour-relations/history-of-working-time.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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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ILO 창립 이전 주요 국제노동운동과 국제노동회의

1866
1887
1890
1897
1900
1905, 1906
1913
1916
1917
1919

회의(장소)
내용
제1인터내셔널
1) 연소자 및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제네바)
2) 1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
연방정부의 유럽 교 1) 연소자 및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섭안(스위스)
2) 일요일 근로 금지
탄광근로, 일요일 휴업, 아동 및 연소자 근로
베를린 회의
등에 관한 국제노동입법안 제출
노동입법국제회의
성인 근로시간 규율 논의
(브뤼셀)
국제노동보호입법회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금지, 근로감독제도
의(파리)
도입 등 논의
베른 회의
공업부문 여성의 야간근로 금지7)
1) 연소자의 야간업무 금지
베른 회의
2) 여성 및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 제정
국제노동조합회의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리즈)
미국노동조합연맹회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버펄로)
국제사회주의자회의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 제한
(베른)

주 : 저자 작성.

이처럼 근로시간 규제는 특정 국가 내지 도시 등 산업적 유사성이 있
는 사회 내에서 그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부터는 산업화에 따른 근로시간의 특성과 그 규제에서 필요한
공통적인 모습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노
동운동 또는 국제노동법의 정립을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시도들은 다시 특정 국가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내–
국제 노동입법의 밀접한 상호 연계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입법이 형성되
기 시작하였다.8)
국제노동입법의 필요성은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이 엑스라샤펠(Aix-

7) 베른 회의의 내용은 추후 1919년 ILO 총회를 통하여 제4호「야간근로(여성)협약」
(1919)으로 채택되었다.
8) 이원희(1992),『근로시간제에 관한 법적 연구–기초개념과 근로시간규제의 체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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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hapelle) 회의에 참석한 신성동맹제국 전권대사들에게 “불공정 경쟁
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한 각서”를 전달한 것을 효시로,9)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로버트 오언의 각서 전달 이후
1864년 런던의 국제노동자협회(International Working Men’s Association :
제1인터내셔널)를 시작으로 한 각국 노동조합의 연합적 움직임이 본격화
되기 시작하였는데, 1897년 브뤼셀의 “노동입법국제회의”, 1900년 파리의
“국제노동보호입법회의”, 1905년 및 1906년 베른 회의의 노동 결의와 같
은 국제노동회의들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표 3-2>는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기준들을 시대별로 정리한 것인데, 이러한 논의들은 1800년
대 중반부터 ILO 설립 시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서,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 설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의 유형 및 체계
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해사노동관계를 제
외하면,10) 2015년 9월 15일 현재 근로시간을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은 총 41개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근로시간에 관
한 간접적 규율을 포함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들도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
면 산업별․직역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ILO 국제기준들이거나 산업안전,
보건 등의 목적으로 특별한 계층(임산부,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
9) 권중동(2000),『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 p.23.
10) 선원의 근로관계 특수성에 따라 일반적 근로조건 규율에서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
이지만, 때로는 그 일부를 준용하기도 한다. 예컨대「선원법」제5조 제1항에서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
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
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만 근로시간과 휴식은 선원 근로관계의 특수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분야이므로, 이
에 대하여 일반적 근로조건을 준용하는 입법례는 극히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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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LO 국제기준들이다.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70여 개의 ILO 국
제기준이 근로시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1)
근로시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들은 크게
일반 근로시간 규제와 야간근로 규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협의의 근로시
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고, 전자와 후자를 합친 개념을 광
의의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이라 함은 전자만을 의미한다.12)
현재 협의의 근로시간에 관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 국제기준은 11개
(7개 협약/4개 권고)이다. 이 가운데 협약은 의무를 창출하기 위한 것
(obligation creating instrument)이며 권고는 오로지 기준을 규정하기 위
한 것(standard defining instrument)이다. 협약은 각 회원국이 채택하여
비준하게 되면 구속력을 갖는 반면, 권고는 각 회원국이 이를 받아들이기
로 수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단지 국내 법령 등 후속 조치의 가이드라인이 될 뿐이다.13)
일반적으로 협약이나 권고는 그 수용 과정에서 회원국이 그 전체에 대하
여 채택 또는 수락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 산업별
특수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LO 국제기준에서는 “완화 조치” 또는 “특
수국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각 회원국이 그 실정에 맞
게 협약 및 권고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에서 이러한 완화 조치 내지 특수국 조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14)
한편 1919년부터 ILO 국제기준이 제정되기 시작한 이후,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재의 노동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협약이 나타나기
11) Plasa, Wolfgang(2015), Reconciling International Trade and Labor Protection :
Why We Need to Bridge the Gap Between ILO Standards and WTO Rules,
Lexington Books, p.25.
12) Plasa, Wolfgang(2015), p.26.
13) 권중동(2000),『ILO와 국제노동기준』, p.97.
14) 완화 조치라 함은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대하여 각국의 법령, 단체협약, 권한 있
는 기관에 의한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이며, 특수국 조항이라 함은 협약 또는 권고
의 내용에 그 적용을 축소할 수 있는 국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Plasa, Wolfgang(2015), p.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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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ILO의 기본적 방식은 개정을 통한 구(舊)
협약 및 권고의 폐기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새로운 협약 및
권고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 기존 협약 및 권고의 효력을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
터 2002년 동안 ILO 이사회는 1985년 이전에 채택된 협약 및 권고에 대
하여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현행 ILO
국제기준 중 71개 협약 및 권고를 현대적 국제기준(up-to-date instruments)
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국제기준들은 잠정적 국제기준(instruments interim
status)15)과 개정대상 국제기준(instruments to be revised)16)으로 구별
한 후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17)
<표 3-3> 현행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
표제
1919
제1호 근로시간(공업)협약
1921
제14호 주휴일(공업)협약
1930
제30호 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
1935
제47호 주 40시간 협약
1954
제98호 연차유급휴가 권고
1957
제106호 주휴일(상업 및 사무직)협약
1957
제103호 주휴일(상업 및 사무직)권고
1961
제116호 근로시간 단축 권고
1970
제132호 연차유급휴가(개정)협약18)
1979
제153호 근로시간과 휴식(도로운송) 협약
1979
제161호 근로시간과 휴식(도로운송) 권고
1994
제175호 단시간근로 협약
1994
제182호 단시간근로 권고
주 : 저자 작성.

지위
잠정적
현대적
잠정적
잠정적
잠정적
현대적
현대적
현대적
잠정적
개정대상
개정대상
현대적
현대적

15) 잠정적 국제기준이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국의 재량에 따라 판단해야
할 ILO 국제기준들을 말한다.
16) 개정대상 국제기준이란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더 이상 그 기준을 고수하기 힘들
기 때문에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ILO 국제기준들을 말한다.
17) http://www.ilo.org/global/standards/introduction-to-international-labour-standards/
international-labour-standards-creation/lang-en/index.htm
18) 연차유급휴가라는 표현은 출근율에 따른 산정을 거쳐서 취득한 휴가를 다음 연도
(차년도)에 발생하도록 하는「근로기준법」제60조의 휴가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
처럼 후불적 휴가 부여라는 우리나라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국제기준의 내용과
차이가 있지만, 이하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혼란을 방
지하기 위하여 Annual Holiday with pay, Annual paid Leave 등을 연차휴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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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은 1919년부터 1994년까지 지속
적으로 제정되어 왔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잠정적 국제기준인
제40호「주 40시간 협약」(1935년)만을 비준하였으며, ILO 근로시간 권고
중에서 우리 정부가 이행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
타나지 않고 있다.

2.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율 방식
가. 근로시간에 관한 EU 지침의 성립 과정
1957년 3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이하 EEC)
의 형성 이후, 유럽에서는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많은 논의와 시도들
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국 간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합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근로시간 규제는 19세기 후반부터 각국의 산업적․지역적 특성 등 노동
시장 및 노사관계가 반영되어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된 근로시간 규
율의 결실은 쉽게 나타나지 못하였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ILO
국제기준이 성립하여 온 상황을 고려할 때, 이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역
적 노동기준의 설립은 ILO 국제기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인
식되기도 하였다.19) 하지만 유럽공동체의 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
됨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에 관한 요구 역시 더 강하게 요청
되었다.
산업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한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은 로마 조약
제118조에 근거하고 있었지만,20) 이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1979년 12

는 연차유급휴가라고 번역하도록 한다.
19) Valticos, Nicolas(2013), International Labour Law(2nd ed), Springer, p.26.
20) 유럽경제공동체 설립의 근거가 된 로마 조약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
다. “… 위원회는 사회적 영역에서 회원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하며,
사회적 영역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고용(employment); 노동법
(labour law)과 근로조건; 기본적 및 상급의 직업훈련; 사회보장; 산업위생을 포
함한 산업재해의 방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 이러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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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일 EEC 경제사회위원회가 채택한「근로시간 적응화에 관한 결의」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결의에서는 “연장근로(상시적인 시간외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한 탄력적인 은퇴 시스템 구축, 연간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행안을 제정할
것을 EEC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다.21)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여 EEC 집
행위원회는 1982년 12월 10일「근로시간 단축과 재편에 관한 메모랜덤」을
채택하였으며, 이후 EEC 경제사회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1983년 9월 16
일「근로시간 단축과 재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을 제출하였다. 이 권
고안은 1979년부터 약 5년간 논의 끝에 나온 결실이었지만, 근로시간 단
축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냈던 영국과 덴마크의 반대로 인하여 채택되
지 못하였다.22) 이처럼 EEC 경제사회위원회의 권고안 채택이 불발된 이
후, 한동안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에 관한 논의는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유럽 차원의 근로시간 규율 논의는 1988년부터 다시 재개되기 시작하
였다. 1988년 1월 EC 각료이사회의 의장국이 된 스페인은 유럽의 노동시
장 간 근로시간 격차가 노동시장 통합에 가장 큰 저해 요소라는 점을 강
을 위하여 위원회는 연구를 통한 회원국 간의 긴밀한 접촉을 행하여야 하며, 국
가 단위 및 국제기구 단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이 조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 교환에 관해서 집행위원회는 경제사회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1) 김재훈․김승택․김소영․하갑래․이종훈․이영면(2009),「주요 선진국의 근로
시간․임금제도 변화추세 연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연구보고서, p.5.
22) 이 권고안이 제시된 이후 회원국 중 영국과 덴마크가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후 덴마크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음에 반하여 영국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
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이 권고안은 채택되지 못하였
는데, 당시 영국은 근로시간 문제는 회원국의 정부 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권고
해야 할 사항이며 권고안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EEC가 정책적인 입
장을 표명하는 것은 입법권에 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입장을 표
명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입장은 대외적으로는 영국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이
념인 노사자치주의(voluntarism)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지만, 대
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EEC 노동법의 규율로 인하여 당시 대처 정부
가 추진하려 하던 노동시장 규제 완화 조치가 EEC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들
은 Davies, Paul/Freedland, Mark(1992), Labour Legislation and Public Policy,
Clarendon Law Series, pp.452～4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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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면서, 근로시간의 통일적 규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23)24)
그 결과 1989년 2월 스트라스부르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근로자의 기
본적 사회권에 관한 사회헌장」(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 : 이하 1989년 사회헌장) 제2부 제2조에서는 회
원국들이 주휴일(weekly rest)과 연차유급휴가(annual leave)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서 근로시간에 관한 EC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9월 20일 EC 집행위원회
는 근로시간의 편성 시 규율 방향에 관한 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
concerning certain aspects of the organization of working time : 이하
근로시간 지침안)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의
찬성으로 1993년 9월 23일 지침(93/104/EC : 이하 1993년 지침)으로 채택
되었다.
나. 근로시간 지침의 개정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 이하 마스
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성립된 유럽연합은 그 기본적 구성과 목
표, 설립과 기능에 관한 새로운 조약에 근거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6월
22일 1993년 지침의 근거가 되는 로마 조약 제118조 대신 유럽연합설립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 이하 암스테르담 조
약) 제137조 제2항에 근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시간 규율 지침의
개정이 있었다(2000/34/EC).25)26) 2000/34/EC는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23) Pinsent, Curtis/Brewer, Martin/McMullen, John(2004), Working Time Directive :
Law and Practice, FT Law & Tax, p.17.
24) 유럽공동체(EC)는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 유럽
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CSC), 유럽원자력공동
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 Euratom)가 통합되어 설립된 기구로
서, EEC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근로시간 규율이 EC 단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는 점은 근로시간이 유럽연합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25) 암스테르담 조약 제137조.
제1항 제136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이하의 영역에 대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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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으로 전문(근거조약)의 수정 이외에도 ① 해상근로자와 이동형근로
자의 정의 규정, ② 1993년 지침 제14조(보다 구체적인 공동체 규정)에 관
한 산업별 예시 규정 등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2000/
34/EC의 개정에서 도입된 직역 또는 직업별 예외에 관한 광범위한 예시
는 근로시간 지침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
기되기 시작하였다.27) 1993년 지침 제14조에서는 “이 지침의 내용은 다
른 법령에서 특정한 직역 또는 직업적 활동에 대하여 근로시간 편성에 관
한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
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00년 개정에서는 그 직역 또는 직
업의 예시로서 ① 감시 단속적 업무 종사자, ② 호텔 리셉션 업무 종사자,
③ 병원 업무 종사자, ④ 항만 또는 공항 업무 종사자, ⑤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업무, 우편 및 통신업무, 앰뷸런스, 화재 및 사회보호 업무
종사자, ⑥ 가스, 수도, 전기의 생산, 공급 및 배부 업무 종사자, ⑦ 기술적
이유로 인하여 지속성이 요구되는 산업, ⑧ 연구조사 및 개발 활동 종사
자, ⑨ 농업 종사자, ⑩ 정기 도시운송 수단 종사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직역 또는 직업이 최종적으로 근로시간 지침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에 관하여 제2차적 법규인
규칙, 지침, 권고, 의견이 성립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였
다.28) 이에 2001년 3월부터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더 탄력적이고 효율
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a)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환경이라는 측면의 개선, (b) 근
로조건, (c) 사회보장과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 (d) 고용 종료 시 근로자의 보호,
(e) 근로자의 협의와 정보제공, (f) 공동결정을 포함한 근로자와 사용자 이익의
집단적 방어와 대표, (g) 유럽연합 영역 내에 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국인의 고용
조건, (h)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의 통합, (i) 근로처우 및 노동시장
기회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 (j) 사회적 배제와의 투쟁, (k) 편견 없는 사회
보호 시스템의 현대화.
26) 로마 조약과 암스테르담 조약 모두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근로시간
규율을 위한 실질적인 이념은 큰 변화가 없다.
27) Pinsent, Curtis/Brewer, Martin/McMullen, John(2004), p.72.
28) Pinsent, Curtis/Brewer, Martin/McMullen, John(2004),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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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근로시간 지침의 규율을 위하여 1993년 지침 제4장(기타 규정) 이하
의 예외 규정들에 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993년 지침(2000
년 개정 내용 포함)을 폐지하고 2003년 11월 4일 근로시간의 편성 측면에
관한 2003년 지침(2003/88/EC : 이하 2003년 지침)이 수립되었다.
<표 3-4> 2003년 지침의 구조와 내용
편제

내용

서문

법적 근거와 목적

제1장

적용범위 및 정의

제2장

최저 휴식

제3장

야간근로-교대제 근로근로 패턴

제4장

기타 규정

제5장

규제완화 및 예외

제6장

최종규정

주 : 저자 작성.

조문
총 17개의 고려 사항
제1조 목적과 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일간 휴식
제4조 휴게
제5조 주휴일
제6조 주당 근로시간
제7조 연차휴가
제8조 야간근로 길이
제9조 건강진단 등
제10조 야간근로 보장
제11조 야간근로자 통지
제12조 안전과 건강
제13조 근로 패턴
제14조 구체적 규정의 예외
제15조 유리한 규범 적용
제16조 기준기간 방식
제17조 규제완화
제18조 규제완화(단체협약)
제19조 규제완화(기준기간)
제20조 이동형․해안 근로자
제21조 선원근로자
제22조 기타 규정
제23조 보호 수준
제24조 보고
제25조 규정재검토(선원근로자)
제26조 규정재검토(수송근로자)
제27조 폐지
제28조 효력발생
제29조 송부

비고
전면개정
(2000, 2003)
동일
추가(2000)

동일

동일

수정
(2000, 2003)

수정
(2000, 2003)

전면 수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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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지침은 1993년 지침의 기본적 내용을 그대로 계수하면서 그 체
계를 변경하고 있으며, 2000년 개정 시 도입되었던 사항 중 전문 개정과
해상근로자 및 이동형근로자의 정의 규정만 계승하고 산업별 예외 규정
을 폐지하면서 일부 조문의 배치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2003년 지침은 원칙적으로 1993년 지침과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용형태 및 산업별 특성 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03
년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
지만, 이에 대하여 유럽 노사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부결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제3절 ILO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

1. 근로시간의 개념
가. 제1호 협약의 근로시간 규율 방식
1919년 10월 29일부터 미국(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노동회의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이하 ILC29))에서는 총 6개의 의제, 즉
① 1일․1주 근로시간의 제한, ② 실업 문제, ③ 모성보호, ④ 여성의 야간
근로, ⑤ 최저 노동연령, ⑥ 연소자의 야간근로가 다루어졌는데,30) 이 가
운데 첫 번째 의제인 1일․1주 근로시간의 제한은 ILC 제출안 작성 단계
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제시되었다.
29) 국제노동회의는 ILO 총회의 공식 명칭으로, ILO 헌장 제3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30) 이들 의제는 총회에서 ILO 협약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승인되어 ① 제1호 근로
시간(공업)협약, ② 제2호 실업협약, ③ 제3호 모성보호협약, ④ 제4호 야간근로
(여성)협약, ⑤ 제5호 최저연령(공업)협약, ⑥ 제6호 연소자의 야간근로(공업) 협
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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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ILC 제출안의 공식 명칭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8시간 원칙의
적용”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제1호 협약과 동일하게 공업부문에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
준은 ILO 창립 전 노동조합회의 등에서 합의되었던 근로시간 기준보다
약화된 것으로,31) ① 1916년 6월 영국 리즈 국제노동조합회의에서 의결
되었던 “모든 노동자에 대한 1일 10시간 제한”, ② 1917년 11월 미국 버펄
로 미국노동조합연맹회의에서 합의된 “공업 및 상업 부문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제한”, ③ 1919년 2월 스위스 베른 국제사회주의자회의
에서 의결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1일 8시간과 1주 48시간 제한”에 미치
지 못하는 것이었다.32)
이처럼 ILO가 이전 논의들보다 약화된 기준인 “(공업부문에 한하여) 1
일 8시간 또는 1주 48시간 원칙의 적용”을 ILC에 제출한 이유는 명확하
지 않지만, 제1호 협약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통하여 많은 회원국들의 비준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3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컨베이어 벨
트 방식 등을 활용하여 반자동화된 생산 공정을 활용하는 공업부문에서
는 근로시간 측정이 일괄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적용
이 비교적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둘 필
요 없이 “국가법 및 관행”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여도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든다.34)
결국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은 근로시간의 정의 규정을 별
도로 두지 않고, 근로시간의 제한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의결되었다.

31) Alcock, Antony(1971), History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Octagon
Books, p.65.
32) 국제노동조합운동의 배경 및 내용에 관해서는 권중동(1984),『ILO -국제노동기
구』, 한국경영자총협회, pp.30～34 참조.
33) 제1호 협약에서는 제9조(일본), 제10조(영국령 인도), 제11조[중국․페르시아(現
이란)․샴(Siam, 現 태국)], 제12조(그리스), 제13조(루마니아) 등에서 이 협약의
비준 시 국내법의 해석과 변경 사항, 시행일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회
원국의 비준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듯하다.
34) Ewing, Keith(1995), Britain and the ILO, 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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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시간 정의규정의 도입
1930년 6월 28일부터 개최된 제14차 ILC에서는 두 번째 의제로 “상업
및 사무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다루었으며, 그 결과 제30호「근로시간(상
업 및 사무직)협약」이 의결되었다.
1920년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인하여 생산직 노동자(blue collar)의
증가와 함께 물품의 관리 및 판매, 사무 처리 등에 종사하는 사무직 노동
자(white collar) 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타인에 의해 고용된다는 점에서 생산직 노동자와 동일하지만, 노동의 장
소, 직무의 내용 등에서 그들과 구별되었으며, 특히 근로시간 측정이 비
교적 일괄적․집단적으로 산정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상
업 및 사무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위해서는 “무엇이 근로시간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제30호「근로
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에서는 ILO 국제기준 가운데 최초로 “근로시
간 정의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35)
이 협약 제4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고용된 자
가 사용자의 처분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시간에는) 고용된
자가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지 않는 휴식(rest periods)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36) 이 조문은 근로시간의 정의에 관한 원칙 규정으
로 이후 ILO 국제기준에서도 동일한 형식과 개념이 원용되어 오고 있으
며, EU 지침에도 유사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37)
35) Basu, Kaushik/Horn, Henrik/Roman, Lisa/Shapiro, Judith(2003),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 History, Theory and Policy Options, Wiley-Blackwell, p.43.
36)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hours of work means the time
during which the persons employed are at the disposal of the employer; it does
not include rest periods during which the persons employed are not at the
disposal of the employer.”
37) EU 근로시간 편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항 “근로시간”은 국내법 그리고/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
의 처분에 있으며, 그 활동 또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일하는 기간을 말한다(“working
time” means any period during which the worker is working, at the employer’s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45

다. 근로시간 판단기준의 구체화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제4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을 도입하였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disposal)”
과 “휴식(rest periods)”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
므로 이들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ILO 협약 및 권고에서 사용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협약의 비준이나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의
해서 보충되는 과정을 거친다(ILO 헌장 제19조 제5항). 제14차 ILC에서
는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의결 후, <표 3-5>과 같이
상업부문 중 특수한 형태에 대하여 유형별로 각 회원국의 근로시간 기준
규정을 설정하도록 3개의 권고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ILO가 근로시간의 설정에 관하여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며, 이후 다른 협약 및 권고에서 그 개념을 구
체화하는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
났는데, 휴식(rest periods)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명
<표 3-5> 제14차 ILC의 근로시간에 관한 권고(1930년)
번호

대상

제37호38)

호텔, 레스토랑, 하숙서비스(boarding houses), 클럽, 카페 등 요식
및 숙박 시설

제38호39)

극장, 뮤직홀, 영화관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

제39호40)

병원 등 보건의료 시설

주 : 저자 작성.
disposal and carrying out his activity or du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or practice).
제2조 제2항 “휴식”은 근로시간이 아닌 모든 기간을 말한다(“rest period” means
any period which is not working time).
38) Hours of Work(Hotel, etc.) Recommendation, 1930(No.37).
39) Hours of Work(Theatres, etc.) Recommendation, 1930(No.38).
40) Hours of Work(Hospitals, etc.) Recommendation, 1930(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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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하는 방식과 특정 업종 및 직역에서의 근로시간과 휴식 판단에 관
하여 세부적인 규율을 하는 방식이다. 전자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휴식제
도 부분에서 다루겠으며, 이하에서는 후자의 방식인 특정 업종 및 산업에
서의 세부적 규율 방식을 살펴보도록 한다.41)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이후, 특정한 업종이나 직역
을 규율하기 위한 협약 및 권고에서는, 제30호 협약 제4조에 따른 근로시
간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대개 그 내용을 확인한 규정,
즉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고용된 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와 같이 정의 규정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눈 경우도 있다.
ILO에서는 제30호 협약 이후 약 10년간 근로시간에 관한 업종별 기준
을 자세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변화하는 고
용 형태를 지속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업종별 근로시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었으며, 설사 ILC 의결을 통해 협약으로 채택
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규율은 회원국들의 비준을 얻
어내기 어려웠다.42) 실제로 1930년대에는 제43호「판유리 작업에 관한 협
약」(1934),43) 제49호「(유리병 작업)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협약」(1935),44)
제67호「근로시간과 휴식(도로 운송) 협약」(1939)45) 등이 ILC 의결을 통
해 협약으로 채택되었지만, 회원국들의 비준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더 이상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지 않는 유보 협약(Shelved Conventions)
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특정 업종 및 산업에서 근로시간 규율을 세
부적으로 하는 방식은 해당 산업 근로자들을 보호함에 있어서 효과적이
41) Seafarers’ Hours of Work and the Manning of Ships, 1996 (No.180)에서는 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요구받지 않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는
선박에서의 근로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국제기준
과 해사에 관한 국제기준을 구분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근
로시간의 정의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Pinsent, Curtis/Brewer, Martin/McMullen,
John(2004), p.91].
42) Basu, Kaushik/Horn, Henrik/Roman, Lisa/Shapiro, Judith(2003), p.44.
43) Sheet-Glass Works Convention, 1934(No.43).
44) Reduction of Hours of Work (Glass-Bottle Works) Convention, 1935(No.49).
45) Hours of Work and Rest Periods (Road Transport) Convention, 1939(No.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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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 회원국의 입법적 재량권을 제한함은 물론 시대
에 맞춰서 변화하는 산업적 변화를 모두 ILO 국제기준으로 포섭하기 힘
들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갖고 있다.46) 특히 1930년대 채택된 앞의 3개 협
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하여 세부적인 판단 기준과
예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참고로 ILO 제67호 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7호「근로시간과 휴식(도로 운송) 협약」(1939)
제4조 이 협약의 목적상,
(a) 근로시간(hours of work)이라는 용어는 고용된 자가 사용자 또는 서비
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기타의 자의 처분에 맡기는 기간을
말하고, 차량소유자 및 그 가족의 일원인 경우에는 그들의 도로운송 차
량, 여객 또는 운송물과 관계되는 작업에 있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종사
하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ⅰ) 차량의 운행기간 중 작업에 소요된 시간
(ⅱ) 부수적 작업에 소요된 시간
(ⅲ) 단순한 대기기간, 그리고
(ⅳ) 책임당국이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식(rest) 및 휴게
(break)
(b) 차량의 운행시간(running time of the vehicle)이라 함은 차량이 근로일
의 시작시점에서 시동하여 차량이 근로일의 종결시점에서 정지할 때까
지의 시간을 말한다. 다만, 차량의 운행이 책임당국이 규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중지되는 기간과 차량을 운전하거나 여행하는 자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또는 부수적 작업에 종사
하는 기간을 제외한다.
(c) 부수적 작업(subsidiary work)이라 함은 차량의 운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실시한 차량, 여객 및 운송물과 관련되는 근로를 말하며, 특히 다음
을 포함한다.
(ⅰ) 계산, 현금의 지불, 등록을 위한 서명, 운행표의 제출, 검표 및 기
타 유사한 작업
(ⅱ) 차량의 인계 및 차고 입고

46) Valticos, Nicolas(2013),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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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로계약 체결지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는 장소까지의 여정과 차량
을 떠난 장소에서 근로계약 해지 장소까지의 운행
(ⅳ) 차량의 유지 및 수리와 관계되는 작업
(ⅴ) 차량의 적하 및 양하
(d) 단순 대기시간(periods of mere attendance)이라 함은 근로자가 호출에
대응하거나 시간표에 고정된 시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기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처럼 ILO 제67호 협약 제4조는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하여 자세한 기
준을 마련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의 협약은 비준 시 회원국의 입법적 재량이 크지
않으므로, 비준 후 입법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산업별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ILO 제67호 협약은
채택 이후 비준국이 총 3개국에 그쳤으며,47) 이후 협약의 효력에 관한 검
토에서 유보 협약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더 이상 회원국의 비준을 받지 않
고 있다.
ILO 제67호 협약 체결 이후 ILO는 1979년 6월 27일 제65차 ILC에서
제153호「근로시간과 휴식(도로 운송) 협약」(1979)을 채택하였다. ILO 제
153호 협약은 ILO 제67호 협약과 달리 근로시간의 정의를 보다 단순화시
켰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53호「근로시간과 휴식(도로 운송) 협약」(1979)
제4조
제1항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임금소득형 운전기사에 의
하여 활용되는 다음의 시간을 의미한다.
(a) 차량의 운행시간 동안 운전과 기타의 일
(b) 차량, 승객 또는 화물에 관한 부수적인 일
제2항 차량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 스스로의 처분이 어려운 단순한 대기
시간은 단체협약, 국가 관행 및 책임당국에 의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47) Basu, Kaushik/Horn, Henrik/Roman, Lisa/Shapiro, Judith(2003), p.49에서는 이
협약에 관해 단 3개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 쿠바, 페루)만이 비준하였으며, 이들
비준 국가에서조차 이를 수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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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ILO 제153호 협약은 그 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ILO 제67호 협약
을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내용 및 대상에 관한
새로운 협약 의결을 통하여 노동기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ILO의 기
본적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새로운 협약 체결을 통하여 규제를 완
화한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48)

2. 근로시간 길이의 규제
가.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적 방식
ILO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최초의 근로시간 규제는 제1호「근로시간(공
업부문)협약」(1919)과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었다. 이들은 근로시간
규제의 방식으로 1일․1주의 통상근로시간(normal hour of work)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들은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적 구조(framework)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기본협약(the basic conventions on hours
of wor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49)
근로시간 기본협약 이후 제47호「주 40시간 협약」(1935)이 채택되었
다. 이 협약에서는 제1호 및 제30호 협약을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
업, 상업 및 사무직을 불문하고 ‘생활 기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1주 통상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b),
48) 이러한 예외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ILO에서는 제153호 협약으로 인하여 제
67호 협약이 폐기된 기준(withdrawn instrument)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67호 협약을 더 이상 비준을 받지 않은 유보 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형
식을 취한 것은 제67호 협약이 노동 보호에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이유에 의하여 회원국들에 의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49) McCann, Deirdre(2005), Working time laws : A global perspective–Findings
from the ILO’s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Database, ILO,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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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기본협약의 기준을 단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충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근로시간 보충협약(the additional convention on
hours of work)이라 한다.50)
더 나아가 제116호「근로시간 단축 권고」(1961)에서는, 근로시간 기
본․보충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근로시간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령, 관행, 단체협약 등에서 임금의 감소 없이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제3조
및 제4조). 그리고 근로시간의 결정(determination of hours of work)은
각 회원국 및 산업별로 1주 단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규정하였다(제12조 및 제13조). 이 권고에 따라 ILO에서 1일․1주의 통상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각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위임 사
항(delegated matters)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후 1일․1주 근로시간에 관
한 협약 및 권고는 나오지 않게 되었다.51)
나.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적 방식
근로시간 기본․보충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 기준이다. 그러나 사업 또는 업무의 특성상 1일․1주
근로시간 규율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제1호 협약에서는 교대제근로
(shift work), 제30호 협약에서는 업무의 특성 및 긴급성에 의한 상시적
예외와 일시적 예외, 제116호 권고에서는 상시적 예외와 일시적 예외에
더하여 노사 합의에 의한 기준기간제 방식(reference periods)의 경우 1
일․1주 근로시간 규율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교대제근로와 기준기간제 방식은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것으
로 평균 근로시간을 통하여 1주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는 변형된 방식
이며, 상시적 예외는 사업 및 업무의 특성, 일시적 예외는 일시성 및 긴급
성에 따라 근로시간 규율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제30호
50) McCann, Deirdre(2005), p.5.
th
51) ILO, The 46 session of the ILC in 1961 on Report Ⅳ(1)-Reduction of Hours
of Work,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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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제116호 권고에서는 일시적 예외에 대하여 회원국의 규범에 따
라 일간 최대한도와 연간 최대한도를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국가별로
최대 근로시간을 규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호 협약 제7조 제3항 등
참조).
다. 연장근로에 대한 규율
1919년 제1차 ILC에서 공업부문의 1일․1주 근로시간 제한이 논의될
당시 연장근로(overtime)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주요한 쟁점 사항 중
의 하나였다. 1일․1주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
을 위한 것이므로 이 제한을 형해화할 수 있는 연장근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제한
이 준수되어야 한다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후 ILC 논의에서는 종래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 또는 노동
조합과의 합의라는 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던 연장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일시적 예외’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사유를 제한하기로 하였
다.52) 이에 따라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1919) 제6조에서는 본
협약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근로시간
준비 및 마무리를 위한 직접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상시적
예외)”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일시적 예
외)”에 대하여 회원국의 공적기관(public authority)에 의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이러한 일시적 예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하
여 25%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 역시 제1호 협약과 유
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시적 예외와 일시적 예외에 대
하여 회원국이 규범에 따라서 일간 최대한도와 연간 최대한도를 설정하
52) Blyton, Paul(1975), Changes in Working Time–An International Review , Croom
Helm Ltd,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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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 예외 중 ① 변질되기 쉬운 상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일의 기술적 결과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② 재고조사, 대차대조표 준비, 분기결산, 점포 정리, 정산 및 결산과
같이 특별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③ 사용자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업무
를 재분류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의 비정상적 과부화를 해결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25%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4항).
한편 제116호「근로시간 단축 권고」(1961)에서는 연장근로를 “관행에
따라 고정된 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
는 모든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면서(제16조),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닌
한 각 회원국의 유권기관(competent authority or body)에 의하여 연장근
로가 허용되는 총 시간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
조). 그리고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 임산부
및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제18조), 연장근로 시 각 회
원국의 유권기관은 가산임금률을 결정해야 하는데(제19조 제1항), 가산임
금률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1919) 및 제30
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비율(2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이처럼 ILO 국제기준에서는 연장근로를 예외적인 것으로 보면서 그 사
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최소 25%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연장근로의 한도에 대한 1일․1주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설정은 회원국의 유권기관에 위임하
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 설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
적으로 ILO 국제기준의 연장근로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한 예외적인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3)

53) 다만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ILO 협약 및 권고에서 각 유형별 연장
근로의 범위와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
적 권한은 각국에 위임되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부여가 핵심적인 내
용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Blyton, Paul(1975),
p.4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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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식에 관한 규율
가. ILO 휴식 규제의 방식
ILO 협약에서는 휴식 개념을 근로시간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
계를 바탕으로 한 ‘지휘․명령’ 내지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왔다.54) 근로시간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시간으로 정의하
면서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지 않는 시간인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
외된다고 한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 협약」(1930) 이후로,55)
‘사용자의 처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지 않거나 이와
유사한 시간’[제153호「근로시간과 휴식(운송업) 협약」(1979)] 등으로 휴
식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휴식을 근로시간의 이면(裏面)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 2006년 제정된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명시적으로 휴식을 일간 휴식, 휴게, 주휴일, 연차휴가 등
을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제A2 제3조 제2항).
그러나 해사 특별 규율을 제외한다면, ILO 국제기준은 기본적으로 휴
식과 관련하여 휴게 및 일간 휴식(daily rest)은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주
휴일과 연차휴가만을 별도의 협약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 방식
은 근로시간 결정에 대하여 각 회원국의 산업별로 1주 단위에서 결정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47호「주 40시간 협약」(1935)의 영향이 있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 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1일․1주의 근로
시간 규율을 회원국의 위임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일 근로시간의 결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일간 휴식과 휴게
역시 각 회원국이 산업과 실태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단체협약으로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56) 따라서 ILO 국제기준에서는 정기적인
54) 김근주(2012),『연차휴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1.
55) 제2조에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고용된 자가 사업주의 처분에
맡기는 시간을 말하며, 고용된 자가 사업주의 처분에 맡기지 않는 휴식(rest period)
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6) Lee, Sangheon/McCann, Deirdre/Messenger, Jon C.(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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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가운데 주휴일, 비정기적 휴식 가운데 연차휴가만을 규율하고 있다.
나. 정기적 휴식 : 휴일 규제
주휴일은 ILO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휴식제도로서, 근로
자의 생래적 회복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정기적 휴식제도의 핵심적 사
항이다. 주휴일에 관한 ILO 국제기준으로는 7일 중 24시간의 연속적 휴
식을 규정하고 있는 제14호「주휴일(공업) 협약」(1921)과 제106호「주휴
일(상업 및 사무직) 협약」(1957), 7일 중 36시간의 연속적 휴식을 규정하
고 있는 제103호「주휴일(상업 및 사무직) 권고」(1957)가 있다. 이들 기
준에서는 주휴일을 규칙성, 계속성, 통일성, 전통․관습의 존중에 따라 부
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휴일은 매 노동 주에 규칙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규칙성), 계속적 시간 단위로 부여되어 실질적인 휴식으로서 작용하
여야 한다(계속성). 또한 주휴일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
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통일성), 가능한 한 해당 국가와 지역의 전통이
나 관습상 휴일로 정해진 날과 일치하여야 하고, 종교적 소수자의 전통이
나 관습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전통․관습의 존중).57)
다만 이러한 원칙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는데, ① 공업부문에 있어서 사
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의 합의에 따라 예외를 설정하는 경우(제14호 협
약 제4조), ② 사업의 성질 또는 근로자 수로 인하여 주휴일 규정을 그대
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제106호 협약 제7조), ③ 일시적인 사유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제106호 협약 제8조 제1항),58) ④ 업무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휴식을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이다.
이 중 ①에서 ③까지의 경우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①과 ③
57)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7.
58) 이 경우의 일시적인 사유는 연장근로의 일시적 사유와 마찬가지로 “① 변질되기
쉬운 상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일의 기술적 결과가 훼손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② 재고조사, 대차대조표 준비, 분기결산, 점포 정리, 정산 및 결산
과 같이 특별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③ 사용자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업무를 재
분류하기 힘든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업무의 비정상적 과부화를 해결하기 위하
여”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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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관습 등을 고려하여 주휴일에 상응하는 보상휴
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호 협약 제5조, 제106호 협약 제8조 제
3항), ②의 경우에는 유권기관이 사회적․경제적 고려를 바탕으로 특별한
주휴일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59) 이러한 대체 수단 없는
휴일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주휴일에 대한 예외는 규칙성․계속
성․통일성 및 전통․관습의 존중과 같은 기본 원칙들에 대한 일부 예외
일 뿐, 주휴일 자체를 근로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
로 ILO 국제기준에서 주휴일에 대한 예외는 “특정된 주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제도와 유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비정기적 휴식 : 연차유급휴가 부여
일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Holidays with Pay60))와 관련된 ILO 규
범으로는 제52호「연차유급휴가 협약」(1936)과 제47호「연차유급휴가 권
고」(1936), 제98호「연차유급휴가 권고」(1954), 제132호「연차유급휴가 협
약」(1970)이 있다.61)
ILO 제52호 협약은 주휴일 및 공휴일(public holiday)이 아닌 계속 근
로를 이유로 한 휴가일을 규정한 ILO 최초의 규범으로62) 1년 이상 계속
59) 제103호「주휴일(상업 및 사무직) 권고」(1957)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주휴일제도
에서도 최소 12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이 부여되어야 하며(제3조),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해서는 최소 2일의 휴식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60) European Industrial Relations Observatory(2005),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 p.50에서는 Annual Holidays와
Annual Leave가 사실상 동일한 개념임을 전제로, 전자는 개개 유급휴일(Holiday)
의 집합체로서 일괄 사용의 원칙이 규정될 필요가 있지만, 후자는 Leave의 개념
내에 일괄 사용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ILO에서 연차휴가를
Holidays라고 규정한 것은 제52호 협약에서 일괄 사용 원칙이 규정되지 않고 단
순히 6일의 유급휴일만을 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김근
주(2012),『연차휴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9에서 재
인용).
61) 이 외에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101호「농업부문의 유급
연차휴가에 관한 협약」(1952)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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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근로자에게 6일(16세 미만자에게 12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한편, 휴가 기간 중 일상 임금(usual remuneration)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
한 임금을 보장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함을 그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조). 또한 공휴일이나 관습적 휴일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휴가
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제2조 제3항), 휴가의 일괄적 사용(휴
가 분할 금지)을 규정하였다(제2조 제4항).63)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국내법 또는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2조 제5항).
같은 해에 제정된 ILO 제47호 권고는 질병, 가족사(family events), 병
역의무 및 시민적 의무들이 연간 휴가일의 부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
다는 원칙하에서(제1조 제1항),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의 계속 근로기간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
식을 도입할 것(제1조 제3항), 연간 휴가일의 분할을 1회까지만 허용할
것(제2조), 계속 근로의 증가에 따라 휴가일을 더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
(제3조), 휴가 시 임금 산정 방식을 평균 소득(average earnings) 등 공평
한 방식으로 산정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제4조).
한편 1954년에 채택된 ILO 제98호 권고는 ILO 제47호 권고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12개월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2근로주(two working weeks)
이상의 휴가(Holidays)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여 최초로 ‘근로주 단위의
휴식’을 도입하였다.64)
ILO 제52호 협약 및 ILO 제47호․제98호 권고는 전 세계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서 그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65)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 휴가제도가 전 세계적으
로 확대되면서 그 실제적 운용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ILO 제52호 협
약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적정한지에 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62) Pinckaers, Servais(2011), International Labour Law :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p.169.
63) 다만 실제 휴가일수가 협약 최저일수(6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서 분할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64) 김근주(2012),『연차휴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9.
65) Pinckaers, Servais(2011), p.169.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57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UN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66) 제7조는 휴식 및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성과 공정
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67) 이에 따라 1970년 제54회 ILC에서
는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주 단위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보편성을 강화한 ILO 제132호 협약을 채택하였다.68)
ILO 제132호 협약은 현재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ILO 기본 협약이며,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용대상에
관하여 ‘선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로 하면서 그 권리성을 강화하였다.69)
그리고 취득 요건에 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
을 최대 6개월 이내로 설정하도록 하는 한편(제5조 제2항), 질병․상해․
출산 등 근로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한 결근은 일정 조건하
에서 근무기간의 일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4항).
휴가 일수에 관해서는 ILO 제98호 권고의 방식과 같이 ‘근로주’ 단위의
휴가를 사용하여,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소 3주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휴가를 주도
록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휴가일 산정에 관하여, 실제 부여되는 휴가일
은 공휴일 또는 관습상 휴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제6조 제1항), 재해
66) 1976년 1월 3일 발효.
67)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
급휴일, 연차휴가 …
68) Pinckaers, Servais(2011), p.170.
69) ILO 제52호 협약에서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모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후의 최소 6근로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Every person to
whom this Convention applies shall be entitled after one year of continuous
service to an annual holiday with pay of at least six working days)”(제2조 제1
항)라고 규정한 반면, ILO 제132호 협약에서는 “모든 근로자는 … 연차유급휴
가가 보장되어야 한다(Every person … shall be entitled to an annual paid
holiday)”라고 원칙을 확립한 이후(제3조 제1항), 6개월의 근속기간 미만에 대해
서도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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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근로불능 기간의 경우 유급휴가일로 포함시키지 못하게 함으로
써 실질적인 휴가일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제6조 제2항).
휴가일 분할에 관해서는 각 국가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제8조 제1항),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분할된 하나의 휴가 부분은 적어도 연
속하는 2주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8조).
휴가의 시기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확정하며(제10조 제1항),
그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업무의 필요성, 근로자가 휴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그리고 2주 이
상의 연속 휴일은 취득 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1년 이내 부여되고 사용되
어야 하며, 잔여 부분은 18개월 이내에 부여되고 사용되어야 하고(제9조
제1항), 동 협약에서 정한 최저한의 유급휴일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
며 금지된다(제12조).
ILO 제132호 협약은 기존의 관련 기준과 비교할 때, 근로자의 보편적
휴가 취득과 실질적 휴식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
협약은 2015년 9월 현재 총 36개의 회원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4.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1919)이 제정될 당시, ILO는 모든 국
가의 비준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특정 국가에서 비준하기 힘든 사항을 모
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 협약에서는 산업별 예외를 설정하지
않고 제1조(적용 범위)에서 탄광업, 채석업, 건설업, 제조업 등 그에 수반된
모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장을 공업부문 사업장(industrial undertaking)
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각 국가별 예외를 설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제10조의 예외(영국령 인도의 60시간 예
외), 제11조의 예외(중국, 페르시아, 샴), 제12조의 예외(그리스의 예외)
등 국가별 예외를 규정하였는데, 특히 제12조에서 규정한 그리스의 경우
에는 고위험 업무,70) 일부 숙련 산업71) 등에 있어서 이 협약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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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는 등 국가별 예외에 더하여 산업별 예외까지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한정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던 초기 ILO 국제
기준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72) 회원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가를 ILO 국제기준에서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은 대산업별 분류(농업, 공업, 상업
및 사무직)와 근로시간의 다양한 측면(최대 근로시간 규율, 휴일제도, 휴
식제도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협약 및 권
고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제외를 설정하는 것은 ILO 국제기
준을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도록 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73) 따라서
ILO 협약 및 권고에서는 예외 및 적용제외의 특정한 사유에 관하여 각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국내 법령 및 관행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예외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에서는 그 자의
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와의 협의를 절차적 요건으
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제106호「주휴일(상업 및 사무직) 협약」(1957)을 살펴보면, 제7
조 제1항에서 “근로의 성립, 사업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의 성질 또는 그
서비스의 수혜자나 근로자의 수로 인하여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
는 경우, 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적합한 기관은 사회적․경제적 고려
를 통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자 또는 기업에 대
하여 특별한 주휴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앞의 항들의 적용에 관한 어떠한 조
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관련되는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근로시간에 관한 예외 및 적용제외는 근로시간 규율에 관한 ILO

70) 이산화황 관련 작업(carbon-bisulphide works) 및 산 관련 작업(acid works) 등
이 이에 해당한다.
71) 염색산업, 유리제조 산업, 목공업 등 도제 방식을 채택하는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72) ILO 창립 당시 정회원국은 총 9개국(벨기에,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이탈
리아, 일본, 폴란드, 영국, 미국)이었으며, 준회원국은 6개국(스위스, 그리스, 중국,
페르시아, 샴, 캐나다)이었다.
73) Pinckaers, Servais(2011),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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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의 유보 조항들을 근거로 개별 회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
여 설정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광범위한 예외 및 적용제외를 제한하기
위하여 절차적 요건으로 노사 단체의 협의를 절차적 요건으로 하거나, 실
질적 요건으로 ILO 국제기준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제4절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제

1. 근로시간의 개념과 길이 제한
가. 근로시간의 개념 : 대기기간의 규율을 중심으로
2003년 지침 제2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working time)이라 함은 국
내법 내지 관행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으면서, 그 활동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하는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
로시간을 사용자의 처분권(at the employer’s disposal)을 기준으로 규정
하는 방식은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에서 수용한 이후
ILO 국제기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다만 ILO 협약
제4조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을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한 것에 비하여,74)
2003년 지침에서는 근로시간과 휴식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정
의규정에서 “그 활동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하는 기간”이라는 부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에 관한 2003년 지침의 요건을 법
률적 요건(사용자의 처분권)과 사실적 요건(실제 업무의 수행)으로 세분
74)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제4조 “이 협약의 목적상 근로시간이라
는 용어는 고용된 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시간
에는) 고용된 자가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지 않는 휴식(rest periods)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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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견해도 있다.75) 이 견해에서는 “… 1993년 지침에서 유럽연합 지침
이 추구하였던 바는 실질적인 일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위
한 것으로, … ILO 국제기준과 같이 근로자의 단순 대기기간(periods of
mere attendance)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76) 반면 이러한 입장에 반대하는 견해에서는 “… 사용자의 처분과 활
동 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일하는 기간은 각기 별개의 요건이 아니라
사용자의 처분에 따라 일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는 일반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77) 양 견해는 대기시간
(waiting time)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유
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2000년 10월 3일 Sindicato de
Medicos de Asistencia Publica v Conselleria de Sanidad y Consumo de
la Generalidad Valenciana 사건(이하 SIMAP 사건)과 2003년 10월 29일
Landeshauptsadt Kiel v Norbert Jaeger 사건(이하 Jäger 사건)에서 이
문제, 즉 대기시간(waiting time)의 근로시간 해당성에 관하여 판단하였
다.78)
SIMAP 사건은 스페인 법원이 유럽법원에 대하여 1993년 지침의 해석
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응급구조 대기의사의
병원 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관하여 유럽
법원은 “… 호출 대기 시간(time spent on-call)은 완전하게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지침의 목적상 연장근로의 대상이 된다 …”라고 결
정하였다. 이후 동일한 의사의 대기시간이 다루어진 Jäger 사건에서도 유
럽법원은 “… 호출대기시간은 … 그 시간이 활동적인지 비활동적인지 여
부를 불문하고 …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유럽법원이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성을 결정
한 이후, EU 회원국들에서는 2003년 지침의 근로시간 정의 규정에 대한
75) Moffat, Graham(1998), “The regulation of working time : A European odyssey,”
Industrial Research(Working Paper), University of Warwick, p.18.
76) Moffat, Graham(1998), pp.18～21.
77) Pinsent, Curtis/Brewer, Martin/McMullen, John(2004), p.44.
78) SIMAP 사건 : EuGH v. 3. 10. 2000, C-303/98, Jäger 사건 : EuGH v. 9. 3. 2003,
C-151/02.

62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재검토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EU 회원국 중 상당수 국
가들이 호출형 대기시간에 관해서는 근로시간에서 배제하고 있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근로시간 지침 개정 이후, 이러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건 산업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추진하여 왔던 영국
은 유럽법원의 결정과 이후 2003년 근로시간 지침의 전면 개정으로 인하
여 제14조의 업종별 예외가 다시 폐지됨에 따라 정책 방향에서 혼란이 발
생하는 등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79)
SIMAP 사건과 Jäger 사건은 의사라는 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그 영향은 근로시간의 전반적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EU 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의 보다 명확한
규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근로자의 보호와 근로시간 유연화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08년 6월 10일 새로운 근로시
간 지침안을 마련하였다.80) 이 지침안에서는 대기시간을 활동적 시간
(active period)과 비활동적 시간(inactive period)으로 구분하면서 그 효
력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81) 그러나 이 지침
안의 절충적인 입장에 대하여 노사단체 모두의 반대가 강하였으며, 이 지
침안은 2012년 EU 위원회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82)
79) 2001년 영국 정부는 사용자단체(The NHS Confederation)와 근로자단체(British
Medical Association)의 합의하에 의료․보건 사업에서의 근로시간 제외를 원칙
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차원에서의 의료․보건 사업의 근로시
간 예외 지침을 주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 결정 이후 그 계획을
철회하였다.
80) 이 지침안에서는 대기근무에 관한 규율 이외에도 주당 근로시간의 산정기간, 주당
근로시간의 예외,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
항은 김기선(2008),「근로시간 및 파견근로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합의안과 독일
노동법」,『국제노동브리프』2008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37 이하 참조.
81) 대기근무 중 비활동적 시간이란,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있어야 하긴 하지만 사용
자가 업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예컨대 당직의
사가 병원 내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비활동적 시간으로 2008년 지침안에 따
르면 이러한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필요는 없다. 즉 비활동적 시간
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파트너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산정된다. 반면 대기근무 중 활동적 시간이란,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호출을 기다리면서 업무 투입이 즉시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시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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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시간의 길이 제한
ILO 국제기준과 같이 EU 근로시간 규율은 1993년 지침에서부터 근로
시간의 길이 제한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한
도는 4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지침 제6조에서는 “회원국은 근
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의 필요성을 유지하면서 다음와 같은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a) 주당 근로시간이 법령 및 행정규칙
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에 의해 제한될 것”, “(b) 7일 평균 근로시간
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명시
하고 있다.
이처럼 EU에서는 통상(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주당 총 근로시간을 48
시간으로 제한하면서, 그 목적을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라고 명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이러한 주당 근로시간 규율에는 많은
예외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은 원칙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휴식에 관한 규율
가. 휴식의 개념과 원칙
근로시간 지침은 휴식을 주요한 규율 사항 중으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지침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은 적절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 이때
‘휴식’의 개념은 일(日), 시간 또는 그 부분과 같이 시간 단위로 명시되어
야 한다. EU의 근로자들은 매일, 매주, 그리고 매년 단위로 최소한의 휴
식과 적절한 휴게를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주당 근로시
간에 대한 사항을 설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지침에서는 일간휴식(daily rest), 주휴일(weekly rest), 연
차휴가(annual leave), 휴게(break)의 최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그 주요
82) EU 위원회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2003년 지침의 개정에 관
한 의견 청취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9월 현재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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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다[제1조 1 (a)].
근로시간 지침에서 휴식(rest period)이란 근로시간이 아닌 모든 시간
을 말하며(제2조 2), 근로시간 지침에서 의미하는 ‘적절한 휴식’이란 근로
자들이 정기적인 휴식시간을 가지며, 그 지속 기간이 시간 단위로 명시되
고 보장하기에 충분할 만큼 길고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조 9). 이러한 개념과 원칙에 따라 근로시간 지침은 제2장에서 최저 휴
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 휴식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제6
조)과 달리, 그 예외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3-1]과 같다.
1993년 근로시간 지침 제정의 시발점이 된 1989년 사회헌장 제2조에서
는 유급의 공휴일(제2조 제2항), 최저 4주간의 연차유급휴가(제2조 제3
항), 위험 작업 종사자의 추가적 휴가(제2조 제4항), 전통․관습의 존중에
따른 휴일 부여(제2조 제5항)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ILO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 제132호 협약의 연차유급휴가 기간만 1주가 증
가한 것이었다.
[그림 3-1] EU 근로시간 지침의 시간 개념과 휴식제도의 유형

주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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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989년 사회헌장 실시행동 계획의 일환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지침을 제정하려는 EC 집행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
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으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일간 휴식과 휴게를
근로시간 지침에 포섭하고자 하였다. EC 집행위원회는 영국과 핀란드 등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8월 3일 이들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시간 지
침안을 확정하였으며,83) 이 지침안을 바탕으로 1993년 지침이 수립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 최저 휴식의 내용
근로시간 지침 제2장에서는 일간 휴식, 휴게,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규
정하고 있다.
우선 제3조에서는 일간 휴식이라는 표제하에서 “회원국은 모든 근로자
에게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계속된 휴식이 매일 부여되는 데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회원국은 하
루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부
여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길이와 부여 조
건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 그리
고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여 휴게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회원국은 7일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3조에서 규정하는 매일 11시간의 휴식에 더하여 최저 24시
간의 계속적 휴식의 부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라고 하면서 주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휴게, 일간 휴식 및 주휴일은 정
기적인 휴식제도로 근로시간 지침은 그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일간 휴식과 주휴일은 “계속된 휴
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별도로 제7조에서는 연차휴가라는 표제하에서 “회원국은 모든 근
83) 자크 들로르(Jacques Delors)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시의 EC 집행위원회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남유럽(스페인, 포르투갈) 위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
며, 북유럽 국가 및 영국의 위원들은 소수에 그쳤다.

6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로자에게 국내법 그리고/또는 관행에 따라 규정된 취득자격 및 부여 조건
에 맞게 최저 4주의 연차휴가의 부여가 확보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제1항)”라고 규정하면서 “연차휴가의 최저기간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 미사용 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제2항)”라
고 명시하고 있다. 연차휴가에 관한 ILO 국제기준에서는 휴가일수, 취득,
산정, 휴가일 결정, 분할, 소멸시효 및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여 최저기준으로서 작용하는 EU 근로시간 지
침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4근로주 이상의 유급휴가와 수당 대체의
금지만을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3. 근로시간의 변형과 적용제외
가. EU 지침의 적용상 예외
ILO 국제기준과 달리 EU 지침은 입법의 목적과 방향, 최저기준을 각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국내법 및 단체협약 등으로 수
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회원국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
과 예외적으로 제외될 부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
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식 규율의 예외와 변형적 적용에 관하여 자
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993년 지침은 유럽 차원에서 준수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시간
규율을 위하여 채택된 것이지만,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검토 과정에서 주요
한 논의들은 적용제외 및 특례 규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
이었다.84) 1993년 지침에서 적용제외 및 특례 규정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
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지침 성립 후 이행 과정에서 각 회원국들이 법령
및 단체협약으로 설정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러나 각 회원국의 특성과 의견을 모두 1993년 지침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태도는 이 지침으로 인한 EU의 근로시간 규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

84) Lee, Sangheon/McCann, Deirdre/Messenger, Jon C.(2007),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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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되기도 하였다.85)
1993년 지침에 있어서 예외 규정은 크게 주 48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
정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18조 제1항)이었는데(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이들은 완전한 적용제외 규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특례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 제한 특례는 주로 영국에 대한 주 48시간 근로 특례로서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경우, 4개월 평
균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에 관해서도 1993년 지침의 시행 후 3년간 제7조(4주간의 연차유급휴가)
를 대체하여, 3주간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 가운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일종의 경과 조치로서 1993년 지
침의 연착륙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근로시간 제한 특례는 영국 등 1993
년 지침의 근로시간 규제에 반대하여 왔던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나
온 것으로, 1993년 지침의 가장 기본적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86) 이에 근로시간 제한 특례에 관하여 1993년 지침은
“가맹국은 다음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한 경우에는
시행시기로부터 새로이 7년 후(2003년 11월 23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찰 보고를 첨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8조 제1항b i)”라고 규정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를 예정하는 방식으로
특례 규정을 두었다.
2003년 지침에서도 제14조 이하에서 산정 기초기간, 규제완화, 적용제
외 등 회원국의 지침 적용 시 다양한 예외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
운데 산정 기초기간은 산업․직역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최저 기준에 대
한 적용상 예외 조치이며, 규제완화는 특정 지위 및 직종, 산업에 대한 적
용상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변형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
제 등)와 유사하다. 이와 달리 적용제외는 특정 직역의 근로자들에게 근
로시간 규율의 최저 보호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는
이동형 근로자와 해안근로자,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가 있다.
한편 1993년 지침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주 48시간 예외(opt-out)
85) Davies, Paul/Freedland, Mark(1992), p.631.
86) Pinsent, Curtis/Brewer, Martin/McMullen, John(2004),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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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3년 지침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2003년 지침 초안에서는 근로
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의를 통한 예외의 경우에도 그 상한을 설정
하는 것이 논의되었지만, 영국 등의 반대로 인하여 2003년 지침의 내용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후 2008년 EU 근로시간 지침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가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을 평균한 주 근로시간이 최대 60시간
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지만,87) 노사의 반대로 EU 이사회의 최종
검토 단계에서 채택되지 못하였다.
나. 근로시간 규율의 변형
근로시간 규율의 변형에 관해서는 제4장(기타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4조(보다 구체적인 공동체 규정)와 제15조(보다 유리한 규정)에서
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바가 최저 기준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관한 특별법
적 효력을 갖는 규정(특정한 직역 및 직업적 활동에 대한 공동체 규정)
또는 보다 유리한 규정에 대한 우선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6조에서는 휴식, 야간근로 길이에 관하여 산정 기초 기간의 변형을 인
정하면서 ① 제5조(주휴일)의 적용에 있어서 14일을 넘지 않는 산정 기초
기간, ② 제6조(주 최장 근로시간)의 적용에 있어서 4개월을 넘지 않는 산
정의 기초기간(단 제7조에 의해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및 병가의 기간은
평균 계산 시 포함되지 않거나 중립적인 것으로 한다), ③ 제8조(야간근
로의 길이)의 적용에 있어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노사협의 후에 결정되
거나, 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규정된 기간(단, 제5조에 의해
요청된 24시간의 주 최저 휴식시간이 그 산정 기초기간에 산입되어 있는
경우 이는 평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87) 이 개정안은 3개월 평균 60시간의 제한 이외에도 ① 비활동적 대기근무가 근로시
간으로 산정되는 경우 3개월 평균 65시간으로 연장, ② 시용 중 근로자에 있어서
주 4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동의의 철회권 보장, ③ 주 4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동의를 동일 사용자에게 10주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인정 등 구체적이고 자
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김소영(2010),「근로시간운용의 탄
력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유럽 주요국가의 근로시간법제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제18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p.198 참조.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69

다. 규제완화 조치
규제완화(derogations) 조치는 근로의 특성 및 자율성, 집단적 합의 등
을 이유로 근로시간 지침의 최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여 근로시간의
탄력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88) 2003년 지침에서는 규제완화의
방식으로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제
17조에서 열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는 제18조에서 단체협약
및 노사협정의 방식으로 허용하고 있다.
제17조(규제완화)에서는 제1항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① 근로시간의 길
이를 측정하기 어렵거나 미리 결정되지 않은 경우, ② 근로자 자신이 근
로시간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③ 경영관리직 근로자 또는 자율적
인 결정권을 갖는 자, ④ 가족 근로자, ⑤ 교회 또는 종교 단체에서 종교
의식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휴식(제3조), 휴게(제4조), 주휴일
(제5조), 주당 최장 근로시간(제6조), 야간근로의 길이(제8조), 산정 기초
기간(제16조)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원
칙적 규제완화).
한편 제1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제완화 조치는 당해 근로자에게 상
응하는 기간의 보상적 휴식이 주어지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규제완
화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지는데, 이때 당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호가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될 수 있다(조건부 규제완화). 이러한
조건부 규제완화 조치에서는 원칙적 규제완화 조치와는 달리 주당 최대
근로시간 규제(제6조)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
건부 규제완화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는 ① 해안 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직장과 주거가 떨어져 있는 경우나 근로자의 복수의 직장이 서
로 떨어져 있는 경우의 활동, ②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상주할
것이 요구되는 경비 및 감시활동, 특히 경비원이나 관리인 또는 경비회사
의 경우, ③ 서비스 또는 생산의 지속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89) ④
88) Pinsent, Curtis/Brewer, Martin/McMullen, John(2004), p.102.
89) ① 수련의의 활동을 포함한 병원 및 유사시설, 거주시설, 감옥에서 제공되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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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폭이 예측 가능한 경우,90) ④ 철도 수송에 종사하는 자91) 등을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2000년 개정에서 제14조에서 수용하고자
하였던 특정 직역 및 직역에 대한 별도 규율에 관한 것으로, EU 차원에
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설정하는 대신 일반적인 제한적 규제완화
조치로 수용하여 이에 대한 탄력적 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
다.92) 한편 이러한 활동의 경우라 하더라도 1일 휴식(제3조), 휴게(제4
조), 주휴일(제5조)의 완화적 적용에 관해서는 ⓐ 근로자가 교대 당번을
교체하여 특정 업무 당번의 종료로부터 다음 업무 당번 개시까지 1일 또
는 주 휴식시간을 그때마다 취득하지 못하는 교대제 근로의 경우, ⓑ 특
히 청소원의 활동과 같이 근로시간이 하루 중 분산되는 활동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처럼 제17조에서 열거된 활동 내지 업무 이외에도 제18조에서는 단
체협약에 의한 규제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6조는 국가나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 혹은 노사협정에 의하여, 여기
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보다 낮은 수준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에 의
해 규제완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침의 대상사항에 대해 국가나 지역
단위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의 체결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하
지 않는 회원국 내지 이 지침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특정한 입법 제
도를 보유하며 그에 의해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회원국의 경우에는, 적절
한 집단적 수준에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에 의해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제완화가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 등의 방
치료, 그리고 간호에 관한 활동, ② 항만 또는 공항 근로자, ③ 신문, 라디오, TV,
영화제작, 우편 및 전기통신 서비스, 구급, 소방 및 방재 서비스, ④ 가스, 수도 및
전력의 생산, 송전, 공급, 가정폐기물의 수집과 소각장, ⑤ 기술적 이유로 업무의
중단이 불가능한 산업, ⑥ 연구개발 활동, ⑦ 농업, ⑧ 정기적 도시교통 서비스로
승객의 수송에 관계하는 근로자.
90) ① 농업, ② 관광여행업, ③ 우편업.
91) ① 그 활동이 단속적인 경우, ② 근로시간을 열차에 승차하여 보내는 경우, ③ 그
활동이 수송시각표와 관련되어 교통의 계속성과 정기성의 확보와 관련을 갖는
자, ④ 지침 89/391/EEC(사업자의 안전과 보건)에 규정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사고 발생 시 혹은 긴박한 사고의 위험 시.
92) McLynn, Lucy(2009), Working Time and Holidays, Oxford University Press,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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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한 규제완화 조치 역시 조건부 규제 완화 조치와 마찬가지로 당해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기간의 보상적 휴식이 주어지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규제완화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지는데, 이때 당해 근로자
에게 적정한 보호가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2003년 지침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
의 목적이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근로의 형태
및 업무의 특성상 정기적인 휴식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휴식권의 최저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정기성 내지 규칙성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93) 한편
제16조 (b)에서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4개월)의 예외에 관해서는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
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 또는 기술적 이유, 근로자 조직상
의 이유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의 방식으로 12개월까지 이
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라. 근로 형태에 따른 적용제외 및 특별 규율
2003년 지침에서 근로자 유형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
으로는 이동형 근로자(제20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양어선의 선원근로
자(제21조)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인 이동형 근로자란 육로, 항
로 또는 내수로를 이용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에 의해 수송 또는 항공요원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7
항).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실질적으
로 어려우며, 1일 또는 1주 등 주어진 기간 내에 업무의 일정 정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도급형 근로자(quasi-subcontract
worker)라고 한다.94) 다만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과도한 업
93) McLynn, Lucy(2009), p.33.
94) Muehlberger, Ulrike(2012), Dependent Self-Employment–Workers on the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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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배당을 하는 경우 등 사용자에 의한 휴식권 및 근로시간 제한이 침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20
조에서는 이동형 근로자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동형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양어선의 선원근로자의 경우 이동형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3
조, 제4조, 제5조, 제8조가 배제되지만, 그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다. ILO 국제기준에서는 선박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근로
시간 규율과 별도로 해사노동협약을 채택하고 있지만, EU 근로시간 지침
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율하는 대신 적용제외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특별
규율을 하고 있다. 선원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상한은 ① 24시간을 기준
으로 14시간, ② 7일을 기준으로 7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최소 휴
식시간은 ⓐ 24시간을 기준으로 10시간, ⓑ 7일을 기준으로 77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한다.

제5절 소 결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LO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며, 각 국가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화두
이다. 그러나 1919년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
문)협약」부터 1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기준의 근로시
간 규율은 내용과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
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95) 근로시간
Between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Palgrave Macmillan, p.37.
95)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은 지난 100여 년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1870년부터 200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1870년
에 연간 근로시간은 3,285시간이었지만 2000년에는 1,347시간으로 줄어들었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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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 최근 10년간 OECD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Chile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lovenia
Spain
Sweden

2005
1,730
1,764
1,565
1,747
2,157
1,817
1,474
2,008
1,697
1,507
1,411
2,136
1,987
1,970
1,883
1,931
1,812
1,775
2,351
1,597
2,281
1,434
1,815
1,423
1,994
1,895
1,769
1,590
1,726
1,605

2006
1,720
1,746
1,575
1,745
2,165
1,799
1,479
2,001
1,693
1,484
1,425
2,125
1,984
1,958
1,879
1,919
1,813
1,784
2,346
1,608
2,281
1,430
1,795
1,420
1,985
1,883
1,774
1,562
1,716
1,599

2007
1,711
1,736
1,579
1,741
2,128
1,784
1,456
1,998
1,691
1,500
1,424
2,111
1,979
1,932
1,865
1,931
1,818
1,785
2,306
1,544
2,262
1,430
1,774
1,426
1,976
1,900
1,791
1,551
1,704
1,612

2008
1,717
1,729
1,572
1,734
2,095
1,790
1,450
1,968
1,685
1,507
1,418
2,106
1,982
1,934
1,844
1,929
1,807
1,771
2,246
1,584
2,260
1,430
1,761
1,430
1,969
1,887
1,793
1,566
1,713
1,617

2009
1,690
1,673
1,554
1,702
2,074
1,779
1,446
1,831
1,661
1,489
1,373
2,081
1,963
1,849
1,812
1,927
1,776
1,714
2,232
1,628
2,253
1,422
1,740
1,407
1,948
1,887
1,780
1,569
1,720
1,609

2010
1,692
1,665
1,560
1,703
2,068
1,800
1,436
1,875
1,668
1,494
1,390
2,019
1,958
1,834
1,801
1,918
1,777
1,733
2,187
1,643
2,242
1,421
1,755
1,415
1,940
1,890
1,805
1,580
1,710
1,635

2011
1,699
1,670
1,572
1,700
2,047
1,805
1,455
1,919
1,662
1,496
1,393
2,131
1,976
1,878
1,801
1,920
1,773
1,728
2,090
1,607
2,250
1,422
1,746
1,421
1,938
1,867
1,793
1,557
1,717
1,632

2012
1,679
1,649
1,573
1,713
2,024
1,776
1,443
1,886
1,650
1,490
1,374
2,058
1,889
1,853
1,806
1,910
1734
1,745
2,163
1,615
2,226
1,426
1,734
1,420
1,929
1,849
1,789
1,537
1,704
1618

2013
1,663
1,629
1,576
1,708
2,015
1,763
1,438
1,866
1,643
1,474
1,363
2,060
1,880
1,846
1,815
1,867
1,733
1,734
2,079
1,649
2,237
1,421
1,752
1,408
1,918
1,852
1,772
1,550
1,699
1,607

2014
1,664
1,629
1,704
1,990
1,776
1,436
1,859
1,645
1,473
1,371
2,042
1,858
1,864
1,821
1,853
1,734
1,729
2,124
1,643
2,228
1,425
1,762
1,427
1,923
1,857
1,763
1,561
1,689
1,609

랑스와 독일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나타내 왔다[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
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 p.1]. 이에 따라 21세기의 근로시간
법제는 고용보호법(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퇴
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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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6>의 계속
2005
Switzerland
1,652
Turkey
1,936
United Kingdom
1,673
United States
1,799
Costa Rica
Latvia
2,144
Lithuania
1,983
Russian Federation 1,989
OECD countries
1,807

2006
1,643
1,944
1,669
1,800
1,907
1,911
1,998
1,808

2007
1,633
1,911
1,677
1,797
1,878
1,904
1,999
1,802

2008
1,623
1,900
1,659
1,791
2,002
1,937
1,997
1,794

2009
1,615
1,881
1,651
1,767
1,952
1,848
1,974
1,700

2010
1,613
1,877
1,652
1,777
2,321
1,935
1,858
1,976
1,776

2011
1,607
1,864
1,625
1,786
2,354
1,952
1,840
1,979
1,773

2012
1,592
1,855
1,654
1,789
2,287
1,934
1,846
1,982
1,773

2013
1,576
1,832
1,669
1,788
2,223
1,928
1,839
1,980
1,770

2014
1,568
1,677
1,789
2,216
1,938
1,834
1,985
1,770

자료 :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법제에서 근로시간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
용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시간 노동이 아직까지 큰 사
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이라는 근로시간 규제의 본래적 가치는 이론적․현실적으로 큰 의의
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국제기준 속에 나타난 규제 및 규율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근로시간법제의 입법적 개선을 모
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이다.
ILO 국제기준은 1919년부터 1970년까지 근로시간의 일반적 규제에 관
하여 구체적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여 왔다.96)
이러한 과정에서 ILO 국제기준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협약 제1호․제30호․제47호), 주휴일의 보장(협약 제14호․제106
호, 권고 제103호․제116호), 연차유급휴가 보장(협약 제52호․제132호,
권고 제47호․제98호)이라는 큰 틀을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97)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
96) 1994년 채택된 단시간근로에 관한 협약(제175호) 및 권고(제182호)는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고용형태에 대한 규율이므로, 여기에서의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
규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97) 이 외에도 ILO 국제기준에서는 특정 직역별․산업별 근로시간 규제 방식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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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살펴보면, 휴식제도의 보장을 통한 근로시간 규제라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시간 규제에서 “사용자
의 처분하에 있지 않는 시간”(ILO 제30호 협약 제4조)이라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휴식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
급휴가에 관한 협약 및 권고들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는데, 다양한 산업
별․직역별 특성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규제가 더 이상 효과적인 국제기
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98) 현재 휴식에 관한 규율은
ILO 근로시간 규제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EU 차원의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는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노동실
태를 감안하여, 단순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을 탈피하여 효율적
인 “탄력적 규율체계(Flexible Regulatory Framework)”를 구축하고자 하
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99) 이에 따라 EU 근로시간 지침은 주당 근로시
간 제한 및 휴식제도(일간 휴식, 주간 휴식, 연차휴가)에 관한 원칙과 함
께 이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EU 회원국들이
동일하지 않은 산업별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지침을 국
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는 법체계적 특성을 감안하여, EU 근로시간 지
침은 근로시간에 관한 전통적 규제 방식을 취하면서도 직종별․산업별
특성과 노사 합의에 의한 예외 설정, 기준기간 방식에 따른 근로시간 유
연화 조치 등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EU 근로시간 지침에서는 이러한 광
범위한 예외에 있어서도 주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이라는 원칙의
핵심적 사항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EU 근로시간 지침에서 설정하고 있는 예외들은 근로시간 및 휴식 부여
에 있어서 규칙성(regularity)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예외에 있어서도 근
로시간의 무분별한 증가나 최저 휴식의 박탈 등은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

되었지만, 회원국의 비준 및 채택이 저조하여 1970년대 이후 더 이상 ILO 국제기
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98) 이러한 점에서 가장 최근의 주당 근로시간에 관한 ILO 제116호「근로시간 단축
권고」(1961)에서는 “근로시간의 결정은 각 회원국 및 산업별로 1주 단위에서 결
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원칙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각 국가에서 지속
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위임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99) Davies, Paul/Freedland, Mark(1992), p.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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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은 각 회원국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포섭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에서 준수되어야 할 핵
심적인 규율 사항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기준을 형성하여 왔다. 비록 회원
국의 비준(ILO 협약)과 채택(ILO 권고), 국내법으로의 수용(EU 지침)이라
는 절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준들이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보
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표 3-7> 국제기준의 휴식제도와 우리나라 법제의 비교
ILO 국제기준
O
X
O

EU 지침
O
O(11시간)
O

기준

X

6시간 초과

방식

X

단체협약
(미체결시 법령)

원칙

X

X

규정

O
협약 : 24시간
권고 : 36시간
O
X(규정 없음)
O

O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O

24시간

1일(24시간)

O
X(규정 없음)
O

6개월 이상 근무

X(규정 없음)

X
O(유급 규정)
O
1년 이상, 80일 이상
출근(원칙)

인정(명문상)

인정(해석상)

제한적 인정

3근로주(15일)

4근로주(20일)

15일

X(규정 없음)

X(규정 없음)

O(근속 비례)

인정(1회)

불인정(해석상)

인정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

해석상 인정

휴식 개념
일간 휴식
규정
휴
게

주
휴
일

연
차
휴
가

기준
원칙
유급
규정
취득
요건
비례
부여
휴가
일수
가산
휴가
휴가
분할
금전
보상

주 : 저자 작성.

국내법
X
X
O
4시간 : 30분
8시간 : 1시간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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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은 휴식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휴식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것
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 상이한 현실에서 근로시간 그 자체의 통일적․
일률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LO는 주휴일에 관하여 제106호
협약 및 제116호 권고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제132호 협약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EU 근로시간 지침은 휴식을
일간휴식, 주휴일, 연차휴가, 휴게로 세분화한 후 그 최저 기준을 명시하
고 있다.
<표 3-7>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에서 규정
하고 있는 휴식제도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의 규율 사항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근로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휴식 확보가 근로시간법제의 주
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기준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극
적인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시간의 규율 시스템은 휴식에 대한 개념과 원
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왔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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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1. 근로시간 해당 여부의 판단 시각
일본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
이 없다. 또한 다른 실정 노동법령 중에도 이를 정의한 규정은 없다. 따라
서 법적 개념으로서 근로시간의 개념은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근
로시간의 규율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개념과 그 해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둘러싸
고 종래 일본에서는 두 가지 점이 논의되었다. 첫째로는 근로관계의 당사
자 간의 합의가 근로시간 개념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관
한 것이다. 종래 이를 둘러싸고 몇 가지 견해가 존재하였는데, 학설과 판
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근로관계 당사
자 간의 합의(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견해(이른바 약정
기준설),100) 둘째로, 주된 업무 또는 핵심적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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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객관적으로 근로시간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되, 주변적 업무(소정근
로시간 전후의 작업장 정리 등)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약정기준설과
같이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른바
이분설),101) 마지막으로 근로관계 당사자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기
준법의 관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객관설이 존재한다.
최고재판소102) 및 행정해석103)의 확고한 입장, 그리고 학설의 다수설104)
은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

2. 객관설에 의한 판단 기준
객관설을 취하는 판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 있는가에 따
라서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이른바 “指揮命令下說”). 이러한 입장은 ILO
제30호 조약 제2조의 근로시간 개념 정의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켜서
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중 “노동시키다(労
働させ)”라는 문언에 대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해당성이 문제로 되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서 이러한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00) 末広厳太郎(1948),「労働基準法解説(1)」,『法律時報』20巻 3号, p.126; 沼田稲太
郎(1980),『労働法入門』, 靑林書院, p.160; 佐藤進(1983), 有泉亨/靑木宗也編『新版
勞働基準法-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日本評論社, p.146.
101) 松岡三郞(1958),『條解勞働基準法(上)』, 弘文堂, p.390〜391; 萩澤淸彦(1966),「八
時間勞働制」, 日本勞働法學會編『勞働保護法(1)-新勞働法講座 7』, 有斐閣, pp.70
〜78; 東京高裁, 1981.7.16 判決, 勞民集 32卷 3․4號, p.437; 長崎地裁, 1985.6.26
判決, 勞民集 36卷 3號, p494.
102) 最高裁, 2000.3.9 判決, 民集 54卷 3號, p.801; 最高裁, 2002.2.28 判決, 民集 56卷
2號, p.361; 最高裁, 2007.10.19 判決, 民集 61卷 7號, p.2555.
103) 厚生勞働省 勞働基準局(2005),『勞働基準法(上)-勞働法コンメンタール3』, 勞務
行政, pp.392〜393; 1958.10.11 基收 第6286號.
104) 水町勇一郞(2007),『勞働法』, 有斐閣, p.244; 荒木尙志(2009),『勞働法』, 有斐閣,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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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고재판소가 제시한
판단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즉 “근로자가 취업을 명령받은 업무의 준비행
위 등을 사업소 내에서 행할 의무가 사용자에 의해서 부과되었거나 이러
한 행위를 어쩔 수 없이 행하였을 때에는 당해 행위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도 당해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당해 행위에 소요된 시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
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05) 동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설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소 내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의 근로시간성
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용상의 한계(예컨대 그 활동이 사업
장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업소 내에서”라는 문언을
제외하면 근로시간 해당성이 문제로 될 수 있는 모든 행위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단 기준에서 말하는 당해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사용자에 의해서
부과되었는가 여부는 명시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
았을 경우에 징계처분을 받는다거나 성적고과에 반영되어 임금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거나 취로를 금지당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
면 당해 행위는 사용자에 의해서 의무 지워진 것이라고 해석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어쩔 수
없이 행하였을 때”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전자와 같이 사용자에 의해서 의무가 명시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가 명령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를 하
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106) 이는 업무 관련성 또는 업무상 필
요불가결성이 판단 요소로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의미에
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묵시의 지휘․명령이 있었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05) 最高裁, 2000.3.9 判決, 民集 54卷 3號, p.801.
106) 西川知一郞(2001),「三菱重工業長崎造船所事件最高裁判決解説」,『最高裁判所判
例解說民事編 平成12年版(上)』, 法曹會,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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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해당성이 문제로 되는 다양한 행
위 유형에 대해서 그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지휘명령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실제로
지휘명령이 명시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명령이 있다고 의제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비판이 유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
론은 ‘지휘명령하’라는 단일한 요소만을 가지고 근로시간 해당성을 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업무성’ 또는 ‘직무성’이라는 요소도 함께 고려하야 한다
고 한다. 이러한 입장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노동시킨다”라는 문
언에서 “노동”과 “시킨다”를 분리하여 그 각각에 대해서 판단요소로서 의
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는 다시 ‘업무성’
의 요소를 ‘지휘명령하’의 요소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른바
한정적 지위명령하설)107)와 ‘업무성’ 또는 ‘직무성’이 단지 보완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명령으로 대표되는 ‘사용자의 관여’와 더불어 양자
는 근로시간 개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건으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
한다고 보는 견해(이른바 相補二要件說)108)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 유
력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지휘명령하설과 다른 결론
이 도출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유력설은 지휘명령하설
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논증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비판하
면서 근로시간의 해당성을 보다 정치하게 논증하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109)

107) 下井隆史(2007),『勞働基準法』, 有斐閣, p.288; 菅野和夫(2012),『勞働法』, 弘文堂,
p.343; 安枝英訷/西村健一郞(2012),『勞働法』, 有斐閣, p.135; 安西愈(2010),『新し
い勞使關係のための勞働時間․休日․休暇の法律實務』, 中央經濟社, pp.16〜17.
108) 荒木尙志(1991),『勞働時間の法的構造』, 有斐閣, pp.258〜265.
109) 橋本陽子(2013),「勞働時間の槪念」, 唐津博/和田肇/矢野昌浩編『勞働法重要判例
を讀むⅡ』, 日本評論社,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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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요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
가. 주된 업무 이외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주된 업무 이외의
활동 가운데 그것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 활동 유형
으로는 사업장 내에서의 이동시간(예를 들어 출입문에서 작업장까지의
이동시간), 본 작업 준비 시간(작업복 및 안전보호장구의 착의, 자재 등의
준비, 점호 또는 조례 등), 작업종료 후의 마무리 시간(작업복 및 안전보
호장구의 탈의, 작업 종료 후의 정리․정돈, 입욕 또는 세신 등), 각종 교
육 및 연수, 각종 사내 단체 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
해서는 명확히 강제성 또는 의무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강제성 또는 의무성의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서 그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 외에서 이루이지는 경
우도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 속에서 문제로 되는 당해 행위의 내용
및 실질을 소상히 분석하고 당해 행위가 앞에서 본 판단기준, 즉 의무성
또는 강제성, 그리고 업무관련성 또는 업무상 필요불가결성을 갖추고 있
는지를 검토하여 근로시간의 해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작업 시작 전 준비 행위 및 작업 종료 후 정리 행위가 근로시간에 해당
하는지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을 보면 소정근로시간 시작의 기준 시점(작
업장 도착 시점) 이전에 작업복 및 안전보호장구 등을 착의․착용하는 행
위, 업무에 필요한 자재 등을 창고에서 반출하는 행위, 작업장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행위가 사용자에 의해서 의무 지워진 것이라고
하여 이들 행위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나아가 탈의실에서 작업복 및 안전보호장구 등을 착의․착용하고 작업장
까지 보도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작업 종료 후 탈의 등을 위하여 탈의실로
보도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110) 이에 반하여 회사
출입문과 탈의실 사이의 이동시간, 오전 작업 종료 후 점심 휴식을 위하여

110) 最高裁, 2000.3.9 判決, 民集 54卷 3號, p.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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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장구를 벗는 시간 및 그 반대의 시간, 작업 종료 후 입욕 또는 세
신 시간은 이들 행위가 사용자에 의해서 의무 지워졌다거나 주된 작업과 관
련하여 이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명
령하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11)
나. 불활동시간
1) 대기시간
현실적으로는 취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로부터 취로의 요구
가 있으면 즉시 취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
도록 의무 지워진 시간을 흔히 대기시간(手待ち時間)이라고 부른다.112)
이러한 시간은 근로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
이 없다. 가장 흔한 예로서 사용자가 점심 식사를 위한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서 고객이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 시
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가면시간
대기시간과의 구별이 문제로 되는 시간이 소위 ‘불활동시간’이다. 일본
에서는 최근 불활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평가되는 대기시간인지를 다투
는 법적 분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분쟁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로는 24시간 근무체제하에서 건물을 관리․경비하는 근로자에
게 심야시간대에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
록 주간근무시간대의 근무 장소 외의 건물 내의 일정한 장소에 체재하도
록 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
의 중요한 특징은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체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긴
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체재 장소 내에서
111) 最高裁, 2000.3.9 判決, 民集 54卷 3號, p.801.
112) 安西愈(2010),『新しい勞使關係のための勞働時間․休日․休暇の法律實務』, p.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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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면을 취하는 등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 실제로 발생한
긴급상황 등에 대처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해당되어 그에 해당하는 임
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상 일본에서는 가면(假
眠)시간이라고 부른다. 둘째로는 주거용 집합건물의 입주관리인의 소정
근로시간 외의 불활동시간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의 특징은 소정의 주간
근무시간대에는 관리실 등에서 근무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주거용 집
합건물 내에 있는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긴급상황 등이나 입
주민의 긴급한 필요 등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첫째 유형
과는 달리 소정의 근무시간이 종료한 뒤에도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
록 반드시 자신의 주거공간에 체재하고 있을 것을 사용자가 명확히 요구
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두 유형에 대해서는 각각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1건씩 존재하며
두 판결 모두 문제로 된 시간대가 근로시간이라는 점을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불활동시간에 관한 다수의 판결들에서는 첫째
유형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113)이 선례로서 인용되고 있고, 둘째 유형
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결114)에서도 역시 인용되어 있다.
첫째 유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도 역시 앞에서 본 최고재판소의 판
결을 인용하면서 불활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당해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성격에
맞게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동 판결은 “불활
동 가면시간에 근로자가 실(實)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하로부터 이탈하여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당해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서야 비로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 있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불활동 가면시간에도 근로로부터의 해방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해야” 하는데, “당해 시
간에 근로계약상의 역무의 제공이 의무 지워져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113) 最高裁, 2002.2.28 判決, 民集 56卷 2號, p.361.
114) 最高裁, 2007.10.19 判決, 民集 61卷 7號, 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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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로부터의 해방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여전히
사용자의 자휘명령하에 두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판단에 들어가서 “원고들은 본건 가면시간 중 근로계약
에 기한 의무로서 가면실에서 대기하면서 경보나 전화 등에 대하여 즉각
적으로 상당한 대응을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작업에
의 종사가 그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볼 정도의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의
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건 가면시간은 전체로서 근로로부터의 해방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상의 역무의 제공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평
가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 본건 가면시간 중에는 불활동가면시간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본건 가면시
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가면실
에서의 공간적 구속성과 더불어 당해 사건의 근로자들이 가면시간대에
어떠한 실작업에의 대응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
도의 빈도 등으로 그러한 실작업에 종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가면시간 전체가 근로로부터의 해방이 보장되어 있는 시간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체재 장소에의 구속성은 그것이 중요하기
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근로로부터의 해방의 보장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
의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115)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
건에서는 사용자가 가면시간대에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그리
고 그 부과된 의무에 따라서 실작업에 종사하는 실태(실작업의 빈도와 그
시간 수 등)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다르게 될 것이다. 즉 사실
관계의 인정 및 그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사
실관계의 평가가 달라지면서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진 경우가 있다.116)
115) 竹田光廣(2003),「大星ビル管理事件最高裁判決解説」,『最高裁判所判例解說民事
編 平成14年版(上)』, 法曹會, p.49.
116) 이러한 판결들로서 근로시간 해당성을 긍정한 東京地裁, 2005.2.25 判決(勞働判
例 893號, p.113)과 이를 부정한 東京高裁, 2005.7.20 判決(勞働判例 899號, p.13), 그
리고 근로시간 해당성을 부정한 東京地裁入川支部, 2009.12.16 判決(勞働判例 1034
號, p.17)과 이를 긍정한 東京高裁, 2011.8.2 判決(勞働判例 1034號, p.5)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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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주관리인의 근로시간
둘째 유형인의 경우 입주관리인의 근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해당성이
문제로 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전후로 하여 자신의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그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가면시간에
관한 사건 판결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자신의 주거 공간에
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로부터의 해방이 보장된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둘째 유형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은
위의 최고재판소의 판단 기준을 인용한 뒤에 구체적인 판단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동 판결은 “본건 매뉴얼에는 피상고인들(입주관리인
들)은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주민이나 외래자로부터 택배의 인수 등의 요
망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것에 수시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은 주민 등이 관
리원에 의한 대응을 기대하고 피상고인들도 주민 등으로부터의 요망에
수시로 대응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상 대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본건 회사는 피상고인들로부
터 관리일지 등의 제출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적절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고인들이 소정근로시
간 외에도 주민 등으로부터의 요망에 대응하고 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
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
시를 포함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까지의 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위의 가면시간 판
단과는 다소 다른데, 특히 실작업에의 종사 실태, 즉 실제로 얼마나 실작
업에 종사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평가하
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 판결은 동 사건의 입주관리인들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즉 주민 등으로부터의 요망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묵시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근로시간 해당
성이 긍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관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의 사이에 주민 등의 요망 등에 대응할 것이 지시된 매뉴얼의 존재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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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에는 항상 관리실을 점등 상태로 하도록 한 사용자의 지시 등이 있
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는 사건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는
근로시간성이 모두 부정되었다.117)
라. 호출대기
입주관리인의 근로시간 해당성에 관한 판결은 이른바 호출근로를 법적
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를 주고 있다.118) 현
행 법제도에서는 호출근로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호출근로에 있어서 자택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 체재하면서 사용자의
호출에 대응하여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사적인 공간에 체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앞에서 본 최고재판소의 판단기준
에 따라서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 있는지 여부, 즉 근로로
부터의 해방이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 중 일정한 시간대에는 기
숙사에 머물면서 회사가 전화로 긴급한 업무에 대응을 지시하면 이에 따
르도록 되어 있던 사안에 있어서 기숙사에 체재하는 시간 동안에는 외출
등 사적인 이용이 완전히 허용되어 있고 수리업무를 위한 호출의 빈도도
매우 낮았다는 점(평균 월 1회 또는 2회 정도)을 들면서 기숙사에서의 체
재시간 중 일정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한 원고 근로자의 주장
을 배척한 판결119)이 있다. 동 판결은 “본건 불활동시간대에 있어서 원고

117) 입주관리인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일정한 시간대에 대한 근로시간 해당성을 부
정한 판결로는 大阪地裁, 2005.3.11 判決(勞働判例 891號, p.78)과 東京地裁,
2006. 2.3 判決(勞働判例 916號, p.64)이 있다. 특히 후자의 판결은 당해 사건의
사안이 가면시간의 근로시간성을 인정한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사안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리고 입주관리인의 근로시간성을 긍정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하급심
판결(東京高裁, 2003.11.24 判決, 勞働判例 891號, p.78)과도 어떻게 사안이 다른
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18) 입주관리인의 소정시간 외의 취로를 호출근로로 이해하고 있는 견해로는 盛誠
吾/森戸英幸(2005),「ディアローグ勞働判例この1年の爭點」,『日本勞働硏究雜
誌』544號, p.20 참조.
119) 東京地裁, 2008.3.27 判決, 勞働判例 964號,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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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들이 받는 장소적․시간적 구속의 정도는 직무 내지 업무의 성질
상, 취업 장소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취지의 연락에 응하여 노무를 제공을 하고 그때까지
는 거주지 등에서 대기한다고 하는 이른바 호출대기의 경우에 보이는 추
상적인 장소적․시간적 구속에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본건
불활동시간을 대기시간과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고 하고 있다. 동 판결이 근로시간인 대기시간과 근로시간이 아닌
호출대기시간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1. 근로시간의 현황
후생노동성의「매월노동통계조사」를 보면 연간총실근로시간수는 장기
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1990년에는 2,064시간
(소정내근로시간 : 1,908시간)이었으나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제가 규정되고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
하면서 소정내근로시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소정외근로시간수는 소정내근로시간수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정외근로수, 즉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의 실시가 경기의 부
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소정내근로시간수도 동일한데,
2007년 및 2008년의 금융위기에 의한 영향이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
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연간총실근로시간수, 소정내근로시간수, 시간외
근로시간수가 모두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연간총실근로시간수 및 소정내근로시간수의 감소는 단지 1988
년 이후의 주 40시간 근로제의 점차적인 도입에 따라서 달성된 측면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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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연간총실근로시간수의 추이

자료 : 후생노동성,「매월노동통계조사」.
[그림 4-2] 취업형태별 연간총실근로시간수의 추이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율

자료 : 후생노동성,「매월노동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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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시간근로자가 근로자 가
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후생노동성의「매월노동통계조사」를 보면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일
반근로자의 연간총실근로시간수는 2,000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의 변동이 없다(그림 4-2 참조). 하지만 연간총실근로시간수가 1,000시
간을 약간 상회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배 정도(15%포인트)로 상승하면서 전체 근로자의 연간총실근로시간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일반근로자들, 즉 정규직 근로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하고
있다는 점은 1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이 2013년도
에 8.8%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그림 4-3 참조). 이
비율은 경기의 부침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고 있
지만,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단시간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정
규직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비율을 계산하면 8.8%를 훨씬 상회할 것
으로 추측된다.
[그림 4-3]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의 비율 추이

자료 : 총무성,「노동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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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로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편중되는 현상과 이로
인한 폐해(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 과로사, 일과 가정의 양립 저해
등)를 막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 비율을 5%로 감삭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다(「2010년 신성장전략」).

2. 법정기준근로시간
가. 원 칙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2항
에서는 “사용자는 1주간의 각 일에 있어서 근로자를 휴게시간을 제외하
고 1일에 대해서 8시간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120)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2조의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근
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사용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9조 제1호).
나. 소규모 사업장에 관한 특례
근로기준법 제40조 제1항은 별표 제1의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사업,
그리고 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20) 194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었는
데, 198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결과 1988
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1일 8시간으로 변
경하였다(1주단위의 근로시간규제).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업종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으
로 하였는데, 처음 3년간은 46시간, 1991년 4월부터 1993년 3월까지는 44시간,
1993년 4월부터 1996년 말까지는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 44시간, 1997년
4월 1일부터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특정 영세기업을 제외하고는 주 40시간이 적
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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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32조 내지 제32조의5까
지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시간을 후생노동성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은 “사용자는 법 별
표 제1호의 제8호, 제10호(영화 제작 사업을 제외한다), 제13호, 제14호에
서 정하고 있는 사업 중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
해서는 법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주간에 대해서 44시간, 1일에 대
해서 8시간까지 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에
서 정하고 있는 특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 8 호 : 물품의 판매, 배급, 보관 또는 임대, 이용(理容) 사업
제10호 : 영화의 제작, 영사, 연극 기타 흥행 사업
제13호 : 병자 또는 허약자의 치료, 간호 기타 보건위생 사업
제14호 : 여관, 요리점, 음식점, 접객업 또는 오락장 사업

3.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시간외근로)의 상한에 관한
규제
가. 시간외근로의 허용 요건
근로기준법 제119조 제1호는 동법 제32조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
고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동법 제32조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되
지 않는다. 첫째는 동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임시적인 필요가 있어서 행정관청의 사전 허
가를 받은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
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
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정(이른바 36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
을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이다(동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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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한 규제의 부존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로의 허용은 긴급
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시적으로 그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
문에 그 성질상 시간외근로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121)
하지만 제36조 제1항에 의한 시간외근로의 허용에 관해서는 허용의 사
유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의 상한을 정할 수 있으
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6조 제1항에 의한 시간외근로의 상한에 관해서
아무런 법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단, 갱내 근로 기타 후생노동성령에
서 정하는 건강상 특히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연장
은 1일에 대해서 2시간을 넘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122)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시간외근로의 상한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장시간의 시간외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대신으
로 하여금 근로시간의 연장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지, 시간
외근로의 동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의 한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123) 동법 제36조 제
121)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의한 시간외근로의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만약 사태의 급
박성 때문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이 경우에 행정관
청이 그 근로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후에 그 시간외근로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부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12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사용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기준법 제119조 제1호).
123) 후생노동성 대신이 고시한「시간외근로의 한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시
간외근로의 한도를 단위기간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
단위기간
한도시간

1주
15

2주
27

4주
43

1개월
45

2개월
81

3개월
120

1년
360

그런데 동 기준은 임시적으로 이 기준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밖에 없
는 특별한 사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협정에서 정하면 이 기준
한도를 넘어서 시간외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사항이란 첫째, 한도기준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킬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
둘째, 한도기준을 넘는 시간, 셋째, 한도기준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키는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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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협정을 체결하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 등은 당해 협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의 연장을 정함에 있어서 그 연장 시간이 후생노동성 대신이 정
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동법 제36조 제3항). 그러나 이러한 후
생노동성 대신의 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동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이 기준에 어긋나는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도
그 협정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 당사자에 대해서도 아
무런 행정적, 형벌적 제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후생노동성 대신은
동법 제36조 제2항의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자 및 노동조합 등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근로기준법 제36조 제4
항), 역시 후생노동성 대신의 이러한 지도와 조언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적, 형벌적 제재가 따르지는 않는다.
다. 할증임금의 부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휴일에 근로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또는 그 일의 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노동일의 임금 계산액의 2할 5푼 이상 5할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각
시행령에서 정하는 율 이상의 율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 시행령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항 단서는 시간외근로의 시간수가 1개월에 대해서 60시간을 넘
은 경우에는 그 넘은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의 율
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근로기준법은 시간
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률을 시간외근로의 시간수에 따라서 차등화하고
있는데, 50%의 할증임금률은 200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도입된
것으로서 이는 장시간 근로에 의한 과로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지나치
게 긴 시간외근로를 할증임금률의 인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

넷째, 한도기준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키는 일정한 기간(1개월 초과 3개월 미
만, 1년)마다의 할증임금률, 다섯째, 할증임금률은 법정할증임금률을 넘도록 노
력한다는 점, 여섯째, 한도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한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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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50%의 할증률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50%의 할증임금을 지불하
는 대신에 통상임금이 지불되는 휴가를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여한다는 것을 당해 사업장의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이러한 휴가를 실제로
취득했을 때 사용자는 50%의 할증률로 계산한 할증임금을 지불할 필요
가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이러한 대체휴가제도는 1개월간의 시
간외근로가 60시간을 넘기 때문에 5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근로에 대
해서만 가능하고, 25%의 할증률이 적용되는 근로에 대해서는 대체휴가제
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근로시간 상한 규제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특징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총량, 즉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 대표와의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적으
로 일률적인 총량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
하면 근로시간의 총량은 노사자치에 맡겨져 있다.
이 점은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법적으로 절대적으로 보장
되어야 하는 법정주휴일의 수준을 정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1년 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도에 있어서 도입의 요건으로 1일 및 1주일의 근로시간
의 상한, 연속하여 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는 일수의 한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변형근로시간제도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과는 다
른 기준근로시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한계일 뿐,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이들 상한 및 한도를 넘어서 근로
자를 근로에 종사시키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단지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부과됨으로써 시간외근로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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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1. 휴일근로
가. 원칙과 예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해서 매주 적어도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휴일이란 근로계약에
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한다. 동 규정에 위반하는 사용자는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항은 4주간을 통산하여 4일 이상의 휴일
을 부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휴일
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은 1947년 근
로기준법 제정 당초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
이 곤란한 사업장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최저기준
의 휴일을 통상 법정휴일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법정휴일근로에 한정되어 있고,
1주 2일 휴일제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
는 휴일근로와 그렇지 않은 휴일근로를 구분할 때 주로 의미를 갖는다(이
하에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휴일이라고 하면 “법정휴일”을 가르키는 것
으로 한다).
나. 휴일 부여의 방법
1) 1주와 1회 휴일의 의미
행정해석은 “주”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일요일부
터 토요일까지의 역법상의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1회의 휴일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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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1역일을 의미하지만(역일휴일
제), 교대제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는 계속 24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2) 휴일의 특정 문제
주휴일의 요일을 사전에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 보호의 관점, 그리
고 휴일이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반드시 사전에
특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행정해석은 휴일이 취업규칙의 필요
적 기재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 휴일이 부여되는 한 휴일을 사전에 특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3) 휴일과 유급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법정주휴를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등에 따
른다. 유급주휴일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
2항에 주휴일원칙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
본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와 같은 규정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법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주당 소정근로일수가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
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휴일 수당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비례
하여 지급하는 것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단, 사용자
가 통상 근로자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을 때 단시간근로자법상의
균등대우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다.124)
124) 일본 근로기준법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8조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없다. 단지, 연차유급휴
가에 관해서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9조 제3항). 물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법의 각종
균등처우 규정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98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4) 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과 법정주휴 부여의 관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법 제35조의 주휴
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휴일은 어디까지나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여부는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즉 법 제35조 제1항은 1주간에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1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1주
간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고 하여 당해 주
에 있어서 사전에 특정된 휴일이 자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법 제35조에 따라서 부여하여야 하는 휴일에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주휴일의 근로
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휴일근로의 규제
1) 휴일근로의 허용 요건
근로기준법 제119조 제1호는 동법 제33조를 위반하는 사용자를 처벌하
고 있지만,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동법 제35조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되
지 않는다. 첫째는 동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임시적인 필요가 있고 행정관청의 사전 허가
를 받은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과반수대표(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을 넘어서 근로자를 근로에 종사하게 하
더라도 동법 제119조 제1호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는다.
2) 할증임금의 지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제33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로
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휴일에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간 또
는 그날의 근로에 대해서 통상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임금의 계산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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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할 5푼 이상 5할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각 시행령에서 정하는 율 이상의
율로 계사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시간외 및 휴일의 할증임금에 관한 할증률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정령”에서는 휴일근로의 할증률을 3할 5푼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할증률도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문언으로부터 볼 때에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행정해석은 휴일근로가 1일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또는 1주의 법
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할증률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
다.125) 즉 휴일근로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로 계산된 할증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다
고 본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관해서는 학설상 별다른 이론을 찾아볼 수
없고, 이를 다툰 판결도 찾아볼 수 없다.
할증률의 중복에 관해서 일본에서 별다른 논란이 없는 이유는 근로기
준법의 규정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애초부터 일
본 근로기준법이 1주간의 시간외근로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1주간의 시간외근로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시간외근로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관해서 논할 실익이 없다. 즉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근로시간 규제의 관점에서 볼 때 1주간
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근로가 휴일근로인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인지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이 협정의 체결을 규정하면서 명확히 “근로시간을 연장하거
나 또는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시간외근로
와 휴일근로를 개념적으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휴일근
로는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서 부여되어야 하는 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설사 휴일근로에 의하여 근로기준
법 제32조에서 정한 1주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하게 된다
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휴일에 근로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
이다. 더구나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은 휴일의 부여 방법에 관해서 주
125) 1947. 11. 21 基發 366호, 1958. 2. 13 基發 90호, 1994. 3. 31 基發 181호, 1999. 3.
31 基發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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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예외로서 4주간을 통하여 4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근로기
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의 협정 체결에 관한 행정해석은 협정에 기재하
여야 할 시간외근로의 시간 수와 휴일근로의 일수를 분리하여 기재하도
록 하고 있는 점도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를 개념적으로 다른 것으로 이
해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률과 휴
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휴일근로가 시간외근로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25%의 할증률이 아니라 휴일
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높은 35%의 할증률을 부과하겠다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도 할증률에 관해서 양자를
각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자를 애초부터 구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휴일을 4주간 통산하여 4일 이상
부여해도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의 할증률을 시간외근로의 할증률과는 별
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도 존재한다.
라. 휴일 규제에 관한 일본 법제도의 특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의 규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 대표의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휴일근로의 허용 사
유나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휴일의 일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휴일근로의 허용여부는 노사자치에 맡
겨져 있다.
이에 더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일제를 채택하면서도 예외적으로 4주간을
통산하여 4일 이상의 휴일이 보장된다면 휴일을 1주 단위로 부과하지 않
아도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휴일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는 법
제도는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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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야근로
가. 심야근로의 정의 및 규제
근로기준법이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심야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심야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
가 가정생활 및 문화생활 등을 제약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심야근로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로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심야근로를 금지하고 있
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126) 하지만 교대제에 의하는 사용되는 만
16세 이상의 남성은 예외이다(동법 제61조 제1항 단서).127)
둘째로 임산부가 심야근로의 면제를 청구한 경우에 사용자는 당해 임
산부를 심야근로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6조 제3항).128)
셋째로 사용자가 심야근로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5% 이상의 비율로 할증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6) 후생노동성 대신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야근로의 시각을 지역 또
는 기간을 한정하여 오후 11시 및 오전 6시로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
2항).
만 18세 미만의 자를 교대제로 근로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로에 종
사시키거나 또는 동법 제6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오전 5시 30분부터 근로에 종
사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항).
127) 재해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임시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필요한 한도에서 행하는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
가 심야에 이르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그리고 농림․양봉․축
산․수산업, 보건위생업 전화교환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심야근로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항).
128)「육아휴업, 요양보호휴업 등 육아 또는 가족의 요양보호를 행하는 근로자의 복
지에 관한 법률」제19조는 초등학교취학 연령에 달하기 전까지의 아동을 양육
하고 있는 근로자와 요양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요양보호하는 근로자가 심야근
로의 배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심야근로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이러한 당해 근로자의 심야근로 금지로 인하여 사업의 정
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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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7조 제4항). 이때 후생노동성 대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할증임금의 지불 대상이 되는 심야근로의 시각을 일정한 기간 또는 지
역에 대해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심야근로의
할증률은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의 할증률과는 달리 “25% 이상을 지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의 할증률에 대해서는 25% 이상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각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야근로의 할증률에 대해서는 단지
25%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뿐이다.
심야근로에 대한 할증은 근로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위치에 기인하
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심야근로와 중복되
는 경우에는 할증률도 중복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상의 제한 이외에는 심야근로에 대해서 어떠한 제
한도 두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와 같은 절차적
제한도 없으며, 1일 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심야근로의 총시간수를 제한
하고 있지도 않다. 즉 일본의 심야근로에 대한 규제 방법은 만 18세 미만
의 자와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단지 할증임금에 의한 간접적인 방식을 취
하고 있을 뿐이다.
나. 심야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조치
심야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서 일본 노동법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심야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장 장애의 예방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
하고 있다.
심야근로를 포함하는 업무 등에 상시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종사시키
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 전속하는 산업의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업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사업주는 심야근로 등에 상시
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업무의 배치전환 시 및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마다 1회 정기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을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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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심야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그 심야근
로의 횟수 기타의 사항이 심야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고
려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스스로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증명하는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여기서 후생노동
성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스스로 건강진단을 받은 날 이전
의 6개월을 평균하여 1개월당 4회 이상 심야업무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50조의2).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의사
의 의견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실정을 고
려하여 취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심야근로 횟수 감
소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5).

3.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 도입 현황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1주 단위, 1
개월 단위,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129)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
다. 194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초에는 4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1987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1주 단위․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었고, 4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로 변경
되었다. 그 뒤에 199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3개월 단위는 1년 단
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로 변경되었다.
2014년도 취로조건종합조사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다소 많은 55.6%로 나
타났다(표 4-1을 참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채용비율은 종업원 수가 많
은 기업일수록 더 높게 나타나는데,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은
129) 1주 단위, 1개월 단위,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일본에서는 통상 “변
형근로시간제도”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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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의 현황
종류(복수회답)
산업・기업규모

산업계

합계

채용
기업

1년
단위

1개월
선택적
단위 근로시간제

채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100

55.6

35.4

17.9

5.3

44.4

1,000명 이상

100

70.9

21.0

40.6

27.7

29.1

100∼999명

100

67.9

50.0

10.8

13.8

32.1

300～999명

100

66.0

31.6

29.3

16.0

34.0

100～299명

100

59.7

37.5

18.4

7.3

40.3

30～99명

100

53.2

35.5

16.1

3.2

46.8

광업․채석업․모래채
100
취업

69.8

58.4

13.7

4.1

30.2

건설업

100

54.5

47.3

9.8

1.5

45.5

제조업

100

63.3

51.6

8.0

7.3

36.7

100

81.4

27.5

34.8

57.5

18.6

300～999명

100

71.8

38.1

21.8

25.9

28.2

100～299명

100

66.7

53.6

7.4

10.1

33.3

30～99명

100

60.9

52.9

6.2

3.3

39.1

전기․가스․수도업․
100
열공급

65.4

24.9

46.1

12.1

34.6

정보통신업

100

38.9

8.6

7.7

23.8

61.1

운수업․우편업

100

64.5

40.8

27.3

2.5

35.5

도매업․소매업

100

54.5

32.4

20.0

4.0

45.5

금융업․보험업

100

20.1

2.9

9.7

9.8

79.9

부동산업․물품임대업

100

41.4

21.1

18.9

2.5

58.6

학술연구․전문기술업

100

32.9

16.8

6.2

10.4

67.1

숙박업․음식서비스업

100

57.1

20.9

32.8

1.2

42.9

생활관련서비스업

100

50.9

24.0

29.8

2.1

49.1

교육․학습지원업

100

50.2

43.1

6.2

2.8

49.8

의료․복지

100

58.1

14.3

43.2

1.7

41.9

기타 서비스업

100

49.0

25.6

22.5

4.9

51.0

1,000명 이상
100∼999명

자료 : 2014년도 취로조건종합조사(조사대상 : 종업원 30인 이상의 민간기업 가운데 일
정한 방법에 따라서 추출/조사대상 수 : 6,140/유효회답 수 : 4,271(69.6％)/1주단
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기업을 포함).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105

70.9%가 채용하고 있고, 종업원 수 100명 미만의 기업의 경우에는 53.2%이다.
도입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광업․채석업․모래채취업이 가장 높은
69.8%이지만, 제조업에서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에는 81.4%
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금융업․보험업이나 학술연
구․전문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채용률이 평균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유형별로 도입률을 보면 1년 단위의 탄력적 근
로시간제의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기․가
스․수도업․열공급이나 의료․복지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이 높은 것으로 타나나고 있다. 다른 탄
력적 근로시간제에 비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비율은 현저히 낮
은데,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이나 정보통신업에서만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1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일(日日)의 업무에 현저한 번한(繁閑)의 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예측하여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서 각일의 근로시
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업
으로서130)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미만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일에
대해서 10시간까지 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2조의5 제1
항).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문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
준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40시간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주 40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1주간의 각일에 대해서
10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13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소매업, 여관, 요리점, 음식점을 정
하고 있다(제12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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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주간의 각일의 근로시간을 미리 당해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2조의5 제2항). 또한 사용자는 이 협정을 후생노동성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의5
제3항).
다.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에 의하거나
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
하여 1주당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한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서 특정한 주에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 또는 특정
한 날에 동법 제32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
다(근로기준법 제32조의2 제1항). 이렇게 연장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
준법 제37조 제1항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 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의2 제2항).
라.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도입 요건 및 절차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에 의하여 ①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해서 근로에 종사시킬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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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상기간(1개월을 넘고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③ 특정기간(대상
기간 중 특히 업무가 바쁜 기간을 말한다), ④ 대상기간 중의 근로일 및
각 근로일의 근로시간(대상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별로 구분하는 것으
로 한 경우에는 각 기간 중의 근로일수 및 총 근로시간), ⑤ 기타 후생노
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협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이란 유효기간이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1항).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행정지침은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가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1년 정도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3년 이내로 정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 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2조의4 제4항).
2) 대상기간에서의 근로일수 등의 한도
근로기준법 제32조의4 제3항은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대상기간 중의 근로일수의 한도,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
의 한도, 대상기간 및 특정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에서 연속하여 근로에 종
사시키는 일수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일수의 한도는 1년당 280일인데, 이 한도는 대상기간이 3개월이 넘
는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제12조의4 제3항).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의 한도는 1일 10시간, 1주일 52시간이다(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4항). 하지만 대상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
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로 대상기간에서 그 근로시
간이 48시간을 넘는 주가 연속하는 경우에 그 연속하는 주의 수는 3을 넘
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대상기간을 그 초일부터 3개월마다 구분한 각 기
간에서 그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는 주의 초일의 수가 3을 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속하여 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는 일수의 한도는 6일이며
대상기간 중 특정기간에 연속하여 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는 일수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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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주간에 1일의 휴일이 확보될 수 있는 일수이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제5항).
3) 중간퇴직자의 임금정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2조의4에 따라서 대상기간 중에 근로에 종사
시킨 기간이 당해 대상기간보다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에 종
사시킨 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40시간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킨 경우에
는 그 초과된 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 할증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2조의4의2).
마.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서 그 근로자에 관한
시업 및 종업의 시각을 그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것으로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에 의하여 ① 선
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해서 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②
청산기간(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한다), ③ 청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
시간, ④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기
간으로 정해진 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주에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시간 또는 특정한 날에 동법 제32
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에 종사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
32조의3).
협정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①
표준으로 되는 1일의 근로시간, ② 근로자가 근로해야 하는 시간대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개시 및 종료 시각, ③ 근로자가 그 선택에 의
해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개시
및 종료의 시각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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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계산의 원칙과 특칙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계산, 즉 근로자가 몇 시간 근로에 종사하였
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앞에서 본 근로시간의 개념 및 근로시간 해당성의
문제와 동일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근로시간의 개념
에 관해서 본 바와 같이 이 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이상의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는 어떤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에 복
수의 사업장 또는 복수의 사업주하에서 근로에 종사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근로
기준법 제38조 제1항). 둘째로 갱내근로에 있어서 근로자가 갱구로 들어
간 시각부터 갱구를 나온 시각까지를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단, 이 경우에 휴게시간의 부여 방법
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에 종사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이를 통상
간주근로시간제도라고 부르는데,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외 근로에
관한 간주시간근로제(동법 제38조의2),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에 관한 간주
시간제(동법 제38조의3),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에 관한 간주근로시간제(동
법 제38조의4)를 규정하고 있다. 앞의 두 간주근로시간제는 1987년 근로
기준법 개정 시에131)132), 마지막의 간주근로시간제는 1998년 근로기준법
131)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당초에는 사업장외 근로시간간주제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38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었다. 후자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전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1998년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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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2. 간주근로시간제의 도입 현황
2014년도 취로조건종합조사에 의하면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
는 기업은 13.3%이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사업장외 간주근로시간제가 11.3%
로 높고,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가 3.1%,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
제가 0.8%로 가장 낮다. 종류별 도입 비율을 업종별로 볼 때에도 역시 마
찬가지인데,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비율이 금융․보험업에
서 5.5%로 가장 높고,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는 정보통신업에서 18.1%
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도입 비율이 가
장 높고,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도입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재량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은 사무직 근로자, 즉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영계로
부터 그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어 왔고, 그 도입을 둘러싸고 노
사간에 첨예한 대립을 유발하여 왔지만, 제도 도입 후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도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법개정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도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재량근로제의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도입 기업의 비율이 아니라
근로자의 적용 비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
제는 정보통신업(7.1%)나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4.2%)을 제외하
면 적용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획업무형 재량근로
시간제는 금융․보험업에서만 1.2%의 적용률을 보이고 있을 뿐 다른 업
종에서는 적용 근로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 특히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

시에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재량근로시간제가 각각 별
도의 조항에서 규정되게 되었다.
132)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는 1987년 법개정에 의해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전에
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제를 인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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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간주근로시간제의 종류별 도입 기업의 비율
종류(복수회답)
사업장
외

전문
업무형

기획
업무형

채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13.3

11.3

3.1

0.8

86.7

100

24.8

17.9

7.2

4.7

75.2

100∼999명

100

16.2

14.2

3.2

0.6

83.8

300～999명

100

21.8

18.8

4.0

1.5

78.2

100～299명

100

14.5

12.8

3.0

0.4

85.2

30～99명

100

11.9

10.1

2.9

3.2

80.1

광업․채석업․모래채취업 100

5.6

5.6

-

-

94.4

합
계

채용
기업

100

1,000명 이상

산업・기업규모

산업계

건설업

100

13.1

10.6

3.7

0.2

86.9

제조업

100

15.2

13.5

3.3

1.0

84.8

1,000명 이상

100

36.9

25.3

17.0

5.9

63.1

100∼999명

100

17.2

15.5

3.4

0.5

82.8

300～999명

100

27.9

23.6

6.3

2.0

72.1

100～299명

100

13.9

13.1

2.5

-

86.1

30～99명

100

13.8

12.3

2.9

1.1

86.2

전기․가스․수도업․열공급 100

3.2

2.4

0.8

-

96.8

정보통신업

100

26.3

12.0

18.1

1.4

73.7

운수업․우편업

100

4.8

4.8

-

-

95.2

도매업․소매업

100

17.4

16.3

2.7

06.

82.6

금융업․보험업

100

21.7

15.7

2.7

5.5

78.3

부동산업․물품임대업

100

18.4

16.8

0.6

2.1

81.6

학술연구․전문기술업

100

15.6

9.3

7.6

1.7

84.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100

4.5

4.3

0.0

0.3

95.5

생활관련서비스업

100

6.7

5.6

-

1.1

93.3

교육․학습지원업

100

5.5

3.2

0.8

2.0

94.5

의료․복지

100

4.5

3.3

1.2

-

95.5

기타 서비스업

100

12.8

10.9

3.4

0.8

87.2

자료 : 2014년도 취로조건종합조사(조사대상 : 종업원 30인 이상의 민간기업 가운데 일
정한 방법에 따라서 추출/조사대상 수 : 6,140/유효회답 수 : 4,27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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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대상업무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 간주근로시간제의 종류별 적용 근로자의 비율

산업・기업규모
산업계

합
계

적용
근로
자

종류(복수회답)
사업
장외

전문
업무형

기획
업무형

미적용
근로자

100

8.1

6.9

1.0

0.2

91.9

1,000명 이상

100

9.9

7.9

1.4

0.5

90.1

100∼999명

100

8.5

7.6

0.8

0.1

91.5

300～999명

100

8.9

8.0

0.8

0.1

91.1

100～299명

100

8.2

7.3

0.9

0.0

91.8

30～99명

100

5.1

4.3

0.8

0.0

94.9

광업․채석업․모래채취업 100

1.9

1.9

-

-

98.1

건설업

100

7.5

6.7

0.7

0.0

92.5

제조업

100

7.5

6.3

0.9

0.2

92.5

1,000명 이상

100

8.4

6.1

1.8

0.5

91.6

100∼999명

100

8.1

7.7

0.4

0.0

91.9

300～999명

100

8.7

8.2

0.5

0.1

91.3

100～299명

100

7.5

7.2

0.3

-

92.5

30～99명

100

4.5

4.0

0.4

0.1

95.5

전기․가스․수도업․열공급 100

2.9

2.9

0.0

-

97.1

정보통신업

100

11.7

4.1

7.1

0.4

88.3

운수업․우편업

100

7.6

7.6

-

-

92.4

도매업․소매업

100

9.3

8.9

0.2

0.1

90.7

금융업․보험업

100

18.2

16.8

0.2

1.2

81.8

부동산업․물품임대업

100

12.3

12.2

0.0

0.1

87.7

학술연구․전문기술업

100

10.9

6.6

4.2

0.1

89.1

숙박업․음식서비스업

100

2.2

2.2

0.0

0.0

97.8

생활관련서비스업

100

4.0

3.9

-

0.1

96.0

교육․학습지원업

100

4.1

3.3

0.6

0.3

95.9

의료․복지

100

4.5

4.4

0.1

-

95.5

기타 서비스업

100

3.5

2.7

0.7

0.0

96.5

자료 : 2014년도 취로조건종합조사(조사대상 : 종업원 30인 이상의 민간기업 가운데
일정한 방법에 따라서 추출/조사대상 수 : 6,140/유효회답 수 : 4,27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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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외근로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외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외에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다고 간주하는 제도이다(근로기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상 소정근로
시간을 넘어서 근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관해서는 후
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로 하
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그런데 동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당해 업무에 관해서 당해 사
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에 의한 협정이 있는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
는 시간을 동항 단서의 당해 업무의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
으로 한다(동법 제38조의2 제2항). 사용자는 위의 협정을 행정관청에 신
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의2 제3항).

4.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가. 대상업무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업무에 관해서 근로기준
법 제38조의3 제1항은 “업무의 성질상 그 수행 방법을 대폭적으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업무 중 근로자에게
취로시키는 것으로 하는 업무(이하 ‘대상업무’)”라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제24조의2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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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과학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
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또는 설계 업무
③ 신문 또는 출판 사업에서 기사의 취재 또는 편집 업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 또는 편집업무
④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새로운 디자인의 고안 업무
⑤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에서 프로듀서 또는 디렉터 업무
⑥ 기타 후생노동성 대신이 지정하는 업무
⑥의 후생노동성 대신이 지정하는 업무로는 현재 14가지의 업무가 고
시되어 있다.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당초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대상업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
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행정지침에서 ①∼⑤의 5 업무만을 예시적으로 열
거하고 있다가 1993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에 현재와 같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고, 당시의 시행규칙에서는 위의 5개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
었다. 1993년 개정법에 의해서 대상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의 내용은 현재
의 내용으로 되었는데, 이후 ⑥에 관한 후생노동성 대신의 고시는 세 차
례(1997년, 2001년, 2003년)에 걸쳐서 개정되면서 ⑥의 대상업무는 14개
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는
총 19개이다. ⑥의 14개의 업무란 광고 등에서의 상품 등의 내용 등에 관
한 문장의 고안업무(이른바 카피라이터 업무), 사업운영에서 정보처리 시
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문제점의 파악 또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고안 또는 조업 업무(이른바 시스템컨설턴트 업무), 건축물 내의 조
명기구, 가구 등의 배치에 관한 고안 등의 업무(이른바 인테리어코디네이
터 업무), 게임용 소프트웨어의 창작 업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 등의
동향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투자 조언업무(이른바 증권 애널
리스트 업무), 금융공학 등의 지식을 이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 업무, 학
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대학에서의 교수연구 업무(주로 연구에 종사하는
업무에 한함), 공인회계사 업무, 변호사 업무, 건축사 업무, 변리사 업무,
세무사 업무, 중소기업진단사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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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정의 체결 및 신고
이러한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
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에 의한 협정에 의해서 ① 대상업무, ②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시간, ③ 대상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
정 등에 관해서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
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 ④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의 상황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당
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자가 강구할 것이라는 점, ⑤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기하는 고충의 처리에 관한 조치를 당해 협
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자가 강구할 것이라는 점, ⑥ 후생노동성
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①의 업무에 취로
시켰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②
의 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간주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의3 제1항). 사
용자는 위의 협정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8조의3 제2항).
⑥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협정의 유효기간을 정할 것
과,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 그리고 고충처리에 관한 기록을 유효기간 중
및 유효기간 만료 후 3년간 보존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4조
의2의2 제3항).

5.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가. 대상업무
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1항 제1호는 적용대상업무를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 입안, 조사, 분석의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성질상
이것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 수단 및 방법, 시간배분의

11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결정 등에 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업
무”로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1항 제1호).133) ”사업의 운
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획, 입안, 조사, 분석의 업무“의 의미는 매우 추
상적이며 포괄적이지만 전문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와 달리 그 대상업무
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단, 근
로기준법 제38조의4 제3항은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절한 근로
조건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조
제1항 각호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대신은 지침을 정하여 공
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134)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인 구속력은 없으나 지침의 내용 중에서 동조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밝히
고 있는 부분에 반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동조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135)
동 지침은 동조 제1항 제1호 대상업무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는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업무이어
야 하는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대상업무가 존재하는 사업
장(이하 ‘대상사업장’)이 속하는 기업 등에 관한 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 또는 당해 사업장에 관한 사업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독자의
사업계획이나 영업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실시
에 관한 사항이 곧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동 지침은 다음과 같
은 예를 들고 있다.
① 본사․지점인 사업장에서 이들이 속하는 기업 전체에 관한 관리․운
영과 함께 고객영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본사․지점인 사업장

133) 1998년 법개정에 의해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에는 근로기준
법 제38조의4 제1항에서 대상사업장을 “사업운영상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
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2003년 법개정에 의해서 동 문언은 삭제되
었다.
134)「근로기준법 제3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후생노동성 고시
149호).
135) 厚生勞働省 勞働基準局(2005),『勞働基準法(上)-勞働法コンメンタール3 』, 勞務
行政, p.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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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책정되는 당해 사업장이 속하는
기업 전체의 운영방침은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② 사업본부인 사업장에서의 당해 사업장이 속하는 기업 등이 취급하
는 주요한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사업계획
③ 지역본부나 지역을 통괄하는 지사․지점 등인 사업장에서의, 당해
사업장이 속하는 기업 등이 사업활동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요한
지역에서의 생산, 판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영업계획
④ 공장등인 사업장에서 본사․지점인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책정하는, 당해 사업장이 속하는 기업 등이 취급하
는 주요한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사업계획. 단, 개별적인 제조 작
업이나 당해 작업에 관한 공정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⑤ 지사․지점인 사업장에서 본사․본점인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책정하는, 당해 사업장을 포함하는 복수의 지
사․지점인 사업장에 관한 사업활동의 대상으로 되는 지역에서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영업계획
⑥ 지사․지점인 사업장에서 본사․본점인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책정하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의 대상으
로 되는 지역에서의 생산, 판매에 관한 사업계획이나 영업계획
둘째로는 기획, 입안, 조사, 분석 업무여야 하는데, 이는 기획, 입안, 조
사, 분석이라고 하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작업을 결합시켜 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 여기에서 업무라 함은 부서가 소관하는 업무
가 아니라 개개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수행을 명령받은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대상사업장에 두어진 기획부, 조사과 등의 기획, 입안, 조사, 분석에
대응하는 업무를 그 명칭에 포함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곧
바로 기획, 입안, 조사, 분석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는 당해 업무의 성질상 이것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 방법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여야 한
다. 이러한 업무란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수행 방법을 대폭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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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당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그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넷째로는 당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서 사
용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 업무여야 하는데, 이는 당
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내용인 기획, 입안, 조사, 분석이라고 하는
상호 관련된 작업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근로자에게 인정되어 있는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하에서 행해지는 업무나 처음부터 사용자가 제시하는 업무
수행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을 지시받고 있는
업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노사위원회의 구성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여 사업주에 대해서
당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기
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38조의4 제1항). 이 위원회는 사용자 및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통상 이를 ‘노사위원회’라고 부른다.
동조에서 규정하는 노사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첫째, 위원의 과반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에 의해서 지명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는데,136) 지명할 때에는 임기를
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2항 제1호). 단,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다(근로기준
법 제38조의4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4조의2의4 제1항). 둘
136) 1998년 제도 도입 당초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신임을 얻도록 하였는데,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현재와 같이 수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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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당해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이 작성되고 보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주지되어야 한다. 의사록은 위원회
의 개최 시마다 작성되어야 하고 그 개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4
조의2의4 제2항). 셋째로 사용자는 위원회의 소집, 정족수, 의사 기타 위
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근로기
준법 제38조의4 제2항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24조의2의4 제4항).
다. 노사위원회의 결의 및 결의 사항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사위원회에서 전
체 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다음 사항이 결의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1항).137)
① 대상업무
② 당해 대상업무에 취로시켰을 때에는 당해 결의에서 정하는 시간 동
안 근로하였다고 인정되게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③ ②의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으로 산정되는 시간
④ ②의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상황에 따른 당
해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당해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자가 강구한다는 점
⑤ ②의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로부터 고충이 제기되었을 때
고충의 처리에 관한 조치를 당해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
용자가 강구한다는 점
⑥ 사용자는 ②의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업무에 취로
시켰을 때에는 ③의 시간 동안 근로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및 당해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

137) 1998년 제도 도입 당초에는 결의를 위해서는 위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서 5분의 4의 찬성에 의한 결의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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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결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것과 ⑤에 관한 기록 및 당해 근로자의 동
의에 관한 기록을 유효기간 중 및 유효기간 만료 후 3년간 보존한다
는점
라. 행정관청에의 신고 및 정기 보고
노사위원회가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해서 결의한 경우에 사
용자는 당해 결의를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1항). 이 신고는 다른 간주근로
시간제도와는 달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138) 근로기준법 제38
조의4 제1항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는 결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에 의하여
근로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상황과 근로시간의 상황에 따른 당해 근로
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실시상황을 행정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의5
제1항 및 제2항).
마. 노사위원회 결의의 준용
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5분의 4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노사
위원회의 결의는 근로기준법 제32조의2부터 제38조(연차유급휴가)까지에
서 규정되어 있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
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
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정”을 대
신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8조의4 제5항).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노사위원회가 당해 사업장에 구성
138) 厚生勞働省 勞働基準局(2005),『勞働基準法(上)-勞働法コンメンタール3』, 勞務
行政, 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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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
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당해 노사위원회의 5분의 4의 의결로 협정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절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

1. 개 요
가. 적용제외자
근로기준법 제41조는 다음의 세 유형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
식,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① 별표 제1의 제6호(임업을 제외) 및 제7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이
른바 1차 산업 종사근로자)(제41조 제1호)
- 별표 제1호의 제6호 : 토지의 경작․개간 또는 식물의 재식․재
배․채취
- 별표 제1호의 제7호 : 동물의 사육 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양식사업, 기타 축산, 양봉, 수산산업
②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감독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이른바
관리감독적 근로자) 또는 기밀사무를 취급하는 자(제41조 제2호)
③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른바 감시단속 근로자)(제4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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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위의 세 유형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식, 휴일
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심야근로에 관한 할증임금의 지
불에 관한 규정(노동기준법 제37조 제4항, 제61조)은 적용제외로 되지 않
는데, 이는 심야근로에 관한 할증임금 지불 규정은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
한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의 위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39) 또
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휴일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적용제외로
되지 않는다.140)

2. 1차 산업 종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호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
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이들 사업에서는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로서 업무가 기상상황, 계절, 번식 등의 자연적 조건에 크게 좌우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인위적․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업의 유
지․운영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141)
그런데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 2차 산업이나 3차 산
업과 결합되는 경향이 발생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80년대의 문헌 중에는 “최근 들어 농
업․축산업․수산업에서는 기계화, 합리화에 수반하여 노동강도가 높아
지고 제조업화하고 있는 예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근로
기준법 제41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자보호의 관점으로부터
근로시간, 휴식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139) 和田肇(2003), 東京大學勞働法硏究會編,『註釋勞働基準法(下)』, 有斐閣, p.758.
140) 1947.11.26. 基發 제389호(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
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68에서 재인용).
141) 厚生勞働省 勞働基準局(2005),『勞働基準法(上)-勞働法コンメンタール3』, 勞務行政,
p.600(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
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6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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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이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
는 견해142)가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
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제기되
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인데 이는 농축산업이 제41조 제1호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더욱 불명확해지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배경에는 1차 산업,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서 농업이 제조업이
나 서비스업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종래의 가족경영을 벗어나
근로자를 상시적 또는 비상시적으로 고용하는 농가 또는 영농법인이 많
아지고 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 또한 농축산업을 하
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는 점
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143)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본농업
법인협회는 농업을 이른바 6차 산업144)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진전됨에
따라서 농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제조․가공이나 판매 등의 업무에도 종
사하는 기회가 늘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제조․가공이나 판매 등의 업
무에도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로기준법상의 취급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을 작성해 줄 것을 소관 부처인 농림수산성에 요청하기도 하였
다.145) 정부의 규제개혁회의 고용분과에서도 “다양화되고 있는 농업법인
에서의 고용노동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2013년 10월에 위
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개혁과제를 규제개혁회의에 제안하였다.146)
142) 石松亮二(1983),『勞基法 41條』, 日本勞働法學會編․現代勞働法講座 第11卷, 總
合勞働法硏究所, p.193.
143) 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p.69～70.
144) 2010년에 제정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 및
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6차 산업화․地産地消法’으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농립어업자로 하여금 제조․가공․판매 등에 진출하
는 것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제1차 산업, 제2차 산업, 제3차 산업을 포
괄하는 형태로 육성하는 것에 관한 시책과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에 관한 시책
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45)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한 프로농업자의 시선으로부터의 제언”(2013. 6. 5), 10
면(http://hojin.or.jp/standard/130605syousai.pdf).
146) 내각부 규제개혁회의 홈페이지 참조(http://www8.cao.go.jp/kisei-kaikaku/kaigi
/meeting/2013/committee2/131004/agenda.html). 이상의 내용은 박지순․정영
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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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감독적 근로자
가. 적용제외의 취지 및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최저
근로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 규제의 틀을 넘어서 근로시키는 경우에
는 법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
사관리상 또는 경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은 자
가 모두 관리감독적 근로자로서 예외적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147)
이러한 예외적 취급의 취지를 살려서 관리감독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 즉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대
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기업의 직제에 따라서 직위
를 부여받은 자들 중에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제의 틀을 넘
어서 활동하는 것이 요청되지 않을 수 없고 중요한 직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근로의 실태도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위
치에 있는 자에 한하여 관리감독적 근로자로서 법 제41조에 의한 적용제
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된다.148)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직무의 내용과 권한 등에 따른 지위(이하 ‘직
위’라고 한다)와 경험, 능력 등에 근거한 직능자격에 따라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감독적 근로자 범위를 결정함에 있
어서는 이러한 직위나 직능자격의 명칭에 관계없이 직무내용, 책임, 권한,
근무태양에 착목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 이외에도 임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정도도 무시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기급여인 기본급, 직책수당 등에 있어서 그 지위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상여금 등의 지급률, 산정기초임
술연구용역, p.72에서 재인용.
147) 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84.
148) 관리감독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예규(1947.9.13 基發 제17호, 1988.3.14. 基
發 제150호)(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
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84에서 재인용).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125

금 등에 대해서도 여타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우대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여부 등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적
근로자로서의 근무실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다.149)
나. 다점포 소매업, 음식업 등의 점장 문제
관리감독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제외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 사용
자들이 이를 악용하므로 그 실질을 보면, 관리감독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동기준법 제41조 제2호의 관리감독적 지위
에 있는 근로자라는 명목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둘러싸고 최근 일본에서는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종래의 해석지침을 보다 철저히 해석․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150)을 일선 근로기준감독관서에 하달하는 한편 관리감
독적 근로자 문제가 빈발하고 있는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의 점포 관리자
가 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호의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지침을 새롭게 작성하여 하달
하였다.151) 동 지침은 점포의 점장 등의 관리감독적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를 점포의 실태와 최근의 판례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인데, 직무의 내용․책임․권한, 근무태양, 임금 등의 대우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근로기준법 제41조 제2호의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인
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해설하고 있다.

149) 이상의 내용은 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
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p.84～85에서 재인용.
150) “관리감독적 근로자의 범위의 적정화에 관하여”(2008.4.1. 基發 제0401001호).
151) “다점포를 전개하는 소매업, 음식업 등의 점포의 관리감독적 근로자의 범위의
적정화에 관한 지침”(2008.9.9. 基發 제0909001호)(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
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p.85～
8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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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시단속 근로자
가. 허가제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호 및 제2호와는 달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적
용제외의 요건으로서 특별히 행정관청의 허가를 규정한 이유는 감시․단
속적 근로의 태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자와 명확히 구별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52)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허가를 위
하여 후생노동성은 매우 소상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실질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
당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감시에 종사하는 자
감시에 종사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 소속되어 감시하는 것
을 본래의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常態的)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낮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업무는 적용제외의 허가 대상이 아니
다.153)
① 교통관계의 감시, 차량유도를 행하는 주차장 등의 감시업무 등 정신
적 긴장이 높은 업무
② 프론트 등에서 계기류를 상태적으로 감시하는 업무
③ 위험 또는 유해한 장소에서의 업무
152) 厚生勞働省 勞働基準局(2005),『勞働基準法(上)-勞働法コンメンタール3』, 勞務行政,
p.606; 寺本廣作(1948),『勞働基準法解說』, 時事通信社, p.257(박지순․정영훈․
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
구용역, pp.72～73에서 재인용).
153) 1947.9.13. 基發 제17호; 1988.3.14. 基發 제150호(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
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73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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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휴게시간은 적지만 대기시간이 많
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허가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기준에 따른
다.154)
① 수선업무 등과 같이 통상적으로는 업무가 한산하지만 사고 발생 시
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자는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② 기숙사의 조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그 자의 근무시
간을 기초로 하여 작업시간과 대기시간의 절반의 범위 내에서 허가
한다. 단, 실근로시간의 합계가 8시간을 넘을 때에는 허가하지 않
는다.
③ 철도건널목의 관리원 등에 대해서는 1일 교통량이 10왕복 정도 이
내의 경우에만 허가한다.
④ 기타 특히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
라. 단속적 근로와 통상의 근로가 혼재․반복하는 근무
근로기준법 제41조 제3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
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그 근무의 전(全)
노동을 일체의 것으로 보아서 동 호의 근로자는 상태적으로 단속적 노동
에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단속적 노동과 통상의 노동이 1일 중
에 혼재하거나 근무일에 따라서 반복하는 경우에는 상태적으로 단속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
로서 허가되지 않는다.155)

154) 1947.9.13. 基發 제17호; 1948.4.5. 基發 제535호; 1988.3.14. 基發 제150호(박지순․
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
부 학술연구용역, pp.74～75에서 재인용).
155) 1988.3.14. 基發 제150호(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
용제외제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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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비업자가 행하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감시단속 근로자156)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상의 허가기준 외에 별도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2조 제1항의 경비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행하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감시단속 근로자에 관한 허가기준157)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 등으
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경비업무에는 업무내용, 태양 등이 다
양하고 이들 가운데는 그 업무내용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1조 제3호
의 감시․단속적 근로의 허가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경비업
자가 행하는 경비업무는 경비업법의 규제하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일
반적으로 당해 경비업자에게는 위탁계약상 엄격한 경비의무와 배상책임
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경비업자에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행하는
경비원의 근로는 신체의 피로 내지 정신적 긴장이 적지 않다는 사정에 근
거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자에게 고용되어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제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의 허가를 통상적인 경우
보다 신중하게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바. 단속적 숙직․일직에 종사하는 근로자158)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사용자는 숙직 또는 일직 근무로서 단
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양식 제10호에 따라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법 제32조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56) 이하의 내용은 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
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p.74～75를 요약하여 작성된 내용
이다.
157) 1993.2.24. 基發 제110호.
158) 이하의 내용은 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
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78를 참고한 것이다.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129

그런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동법 제41조 제3호에 의한 허가는,
근로의 태양 및 인원수에 관해서 양식 제14호에 따라서 관할 노동기준감
독서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규칙 제23
조에 의한 허가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
해서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허가는 노동기준법 제41
조 제3호에 근거한 허가라고 보고 있다.159)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허가는 본래의 통상적인 근로의무와는
별도로 숙․일직 근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적용되고, 숙․일직 근무
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34조가 적용된다
고 한다.160)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3조에는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라고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 제6장, 제6장
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식,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
다.161)

5.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적용제외 규정
가. 논의의 전개 과정162)
1988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1주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
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근로시간정책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 이와 함께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를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도도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근로시간 규제의 완화, 특히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
장하는 측이 달성하려고 하였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공정노동기준법
159)
160)
161)
162)

1948.3.17. 基發 제464호.
1959.3.9. 基收 제6763호.
1959.3.9. 基收 제6763호.
이하의 내용은 박지순․정영훈․장원석․임성호(2013),「근로시간 적용제외제
도 개선 연구」, 고용노동부 학술연구용역, pp.92～93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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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과 같은 시간외근로 규제의 대폭적인 적용제외제도 도입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163) 하지만 당시에는 경영계나 정부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
입을 근로시간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삼으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기 때
문에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렸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의 요구가 정권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욱 강해져 노동정책의 핵심적 의제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경제단체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을 보다 명확하게 그리
고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측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이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제개혁의 과제로 삼게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동 제도의 도입 문제가 2006년 6월부터 勞使
公이 참여하는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지만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동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고, 결국 후생노동성은 2007년 1월에 독자적으로 법개정안을 작성하
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동 제도의 도입이 임
박한 총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짐에 따라서 정부는
법안 제출을 단념하게 되었다. 2007년 1월에 정부가 입안한 법률안에 의
하면 적용대상자는 ① 근로시간으로는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는
업무, 즉 기획, 입안, 연구, 조사, 분석의 다섯 가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로서, ② 업무상의 중요한 권한 및 책임을 상당 정도 갖고 있으며, ③
업무수행의 수단 및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관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
시를 하지 않고, ④ 일정 수준 이상의 연간수입(연간 900만 엔)을 얻고 있
는 자로 되어 있었다.
나. 개정법률안의 내용
2007년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이 좌절되자 이의 도입을 위한
163) 濱口圭一郎(2004),『勞働法政策』,ミネルヴァ書房,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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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12년 총선거에서 다시 집권한 자
민당 정권은 곧바로 동 제도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설되는 경제
특구(이른바 ‘국가전략특구’)에 한정하여 도입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
다. 하지만 역시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서 임박한
총선거를 의식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단념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었다.

제1항 임금, 근로시간 기타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
의하여 사업주에 대해서 당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위원회(사용자 및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구성
원으로 하는 위원회에 한한다)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당해 위원회가 그 위
원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하
고, 사용자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결의를 행정관청에
신고한 경우에 제2호의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 근로자(이하 이 항에서
「대상근로자」라고 한다)로서 서면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그 동의를 얻은 자를 당해 사업장의 제1호의 업무에 종사시킨 때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심야의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규정
하는 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 등을 가지고 그 성질상 종사한 시간과 종사하여 얻은
성과의 관련성이 통상 높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업무 중에서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것으로 하는 업무(이하 이 항에
서는「대상업무」라고 한다)
2.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하는 기간에 있어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대상업무에 종사시키려고 하는 근로자의 범위
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서면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에 근거하여 직무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을 것
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불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임금의
액을 1년간의 임금액으로 환산한 액이 기준연간평균급여액(후생노동성
에서 작성하는 매월근로통계에서의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의
액을 기초로 하여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산정한 근로
자 1인당 급여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3배의 액을 상당 정도 넘는 수준
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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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대상근로자의 건강관리를 행하기 위하여 당해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있던 시간(이 항의 위원회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제외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당해 결의에 관련
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과 사업장 외에서 근로한 시간의 합계 시간(다음
호의 나. 및 제5호에서「건강관리시간」이라고 한다)을 파악하는 조치(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한한다)를 당해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용자가 강구할 것
4.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대상근로자에 대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당해 결의 및 취업규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서 사용자가 강구할 것
가. 근로자마다 시업부터 24시간을 경과할 때까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
는 시간 이상의 계속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제3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시각 사이에 근로시키는 횟수를 1개월당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횟
수 이내로 할 것
나. 건강관리시간을 1개월 또는 3개월에 대해서 각각 후생노동성령에서 정
하는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로 할 것
다. 1년을 통산하여 1백일 이상, 그리고 4주간을 통산하여 4일 이상의 휴일
을 확보할 것
5.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대상근로자의 건강관리시간의 상황에 따른 당해 대
상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당해 대상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의 부여, 건강관리의 실시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
을 당해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자가 강구할 것
6.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대상근로자로부터 제기되는 고충의 처리에 관한 조
치를 당해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자가 강구할 것
7. 사용자는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은 대상근로자에 대해서 해
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할 것
8. 앞의 각 호의 것 이외에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것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용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하는 바에
따라서 동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조치의 실시상황을 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제38조의4 제2항,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위원회에 준용한다.

그러나 내각부 산하의 산업경쟁력회의나 규제개혁회의에서 여전히 화
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을 노동시장정책의 핵심적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후생노동성은 노동정책심의회의 근로자 측 위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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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작성하여 2015년 4월 3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새로운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에 대해서 일본 후생노동성과 노동정책심의회는「특정고도(高度)전문
업무․성과형 근로제(이른바 고도프로페셔널근로제)」라고 부르고 있다.
새로운 적용제외제도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1조의1이「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근로제는 어디까지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새로운 규정
이 “○○○근로제”라고 통칭되면서 앞에서 본 재량근로간주근로시간제의
한 유형이라고 오해될 수 있지만, 이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
외에 관한 것이다. 개정법률안 제41조의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률안 제41조의2의 내용을 보면 대상업무, 실시요건에서 노사위
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사용자가 강구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기획업무
형 재량근로에 관한 간주근로시간제와 매우 유사하지만 그 법적 효과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심야근로의 할증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의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때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개정법률안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준연간평균보수액의 3배를
넘는 연간 수입액의 최소한은 연간 1,075만 엔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 액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고려한
것으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후생노동성령의 제정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할
수 있는 근로계약 중 하나로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고도의 것으
로서 후생노동성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갖
고 있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준”에 관한 후생노동성 대신의 고시에는 연간 수입 기준으로 1,075
만 엔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의 심의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과 가능성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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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6절 소 결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근로시간정책은 두 가지 핵심 축을 따라
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 유연화였다. 당시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는 2000년까지 되도록 빨
리 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하
여 1992년에는 한시적으로「근로시간의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책정하고 근로
시간 단축 촉진을 위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지
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총실근로시간은 2,000시간
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서
면서 초장시간 근로에 의한 과로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심
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러한 한계(또는 실패)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근로시간정책의 기
조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을 배려하면서 다양한 취로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설정을 개
선하려는 것으로 변경하게 했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으로 종래의「근로
시간의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근로시간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과로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일본 근로시간정책의 특징은 다음
의 두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단
축하려는 정책기조를 폐기하고 시간외근로의 상한에 대한 법적인 규제,
심야근로일수의 규제, 근로일 간의 최단 휴게시간 또는 법정휴일 수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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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보장과 같이 근로시간의 총량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근로
시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취하지 않고 노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장 내에서 노사자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
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규제를 유연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이행하
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 방
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
설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의 도입 및 확대
적용도 명분상으로는 바로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에 있다. 즉 자신의 취로
형태나 실태, 생활방식, 근로의욕 및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제
를 도입하고 근로자나 노사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가 자주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근로시간의 단축을 도
모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근로시간제나 개정법률안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에서도 앞에서 본 두 가지 정책적 특징들이 고스
란히 나타나 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제의 완화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하
여 근로자의 건강 장애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을 지
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일본의 근로시간법제도는
근로시간규제의 유연화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적 조치를
입법화한 법제도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갖추게
될 것이다. EU 각국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의 근로시간법정
책이 근로시간정책이 추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노동계의
비판과 같이 장시간 근로를 더욱 조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
고 사용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부담만을 일방적으로 경감해 주
는 것으로 귀결될지는 향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와 같은 일본의 근로시간정책이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는 명확
하지 않으며 향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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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서 론

독일 근로시간법의 입법목적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노동환경,
근로보호를 증진하는 데 있으며, 근로시간의 규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근로시간법은 1일 근로시간의 상한,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의 최소휴식시간, 일요일․법정휴일의 보장 등을 통해서 근
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근로시간법 목적 조항인 제1조
는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개선한다는 목적도 밝히고 있다. 근로시간에 대
한 기본적인 내용은 근로시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그 밖의 법령에서
도 근로시간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강행적 공법으로서 근로시간법이
며, 주된 입법 목적이 노동시장적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
에 있다는 점164)에서 근로의 과도한 이용은 그에 대한 고액의 금전적 보
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근로시
간법은 기본적으로 연장된 근로에 대한 보상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164)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1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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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독일 근로시간 규율 체계
규율법령

규율 내용

근로시간법

- 포괄적 강행법률로서 근로시간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공법(근로시간 길이, 배치, 연장근로, 휴일 등)
- 적용범위 : 근로자(현업, 사무직 근로자,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
- 단체협약 및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예외 인정
-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
- 적용 예외 인정(인적 속성, 업무 속성 등에 의한 적용예외)
-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내용은 개별 계약이나 집단계약으로
결정
- 근로시간 유연화 및 근로시간 계좌제 등 실무적으로 단체협
약이나 사업장 서면합의 등으로 도입 및 규율(사업조직법상
공동결정 사항)

연소근로자
보호법

- 18세 미만 자(직업훈련 중인 자, 근로자 또는 가내근로자인
자 등)의 근로시간 규율

모성보호법

- 모성보호를 위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일요일근로 제한 등

폐점시간법

-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 판매점에 대해서는 폐점시간 자체를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율
- 폐점시간에 관한 사항은 각 주에 입법권한 위임

주 : 저자 작성.

독일 근로시간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로시간법의 기본적인 구
성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시간법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법률의 입법목적과 근로시간법에
서 사용하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근로시간보호는 모든 근로
자와 모든 고용관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2.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1일 8시간 원칙, 유연한 평균적 경계의 범위
내에서 10시간까지의 연장가능성, 일정 길이의 휴게시간, 중단 없는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 등 건강보호를 위해 조직되어야 하는 기본
규범들을 규정하고 있다.
3. 제6조에서는 야간근로와 교대제근로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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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인간다운 근로시
간에 대하여 노동학술적으로 확립된 이론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의 변동을 규정하고 있다.
4. 제7조에서는 단체협약당사자와 사업 내 사업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전제조건하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요구를 고려하여 독
자적인 책임하에 일정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5. 제8조에서는 개별적인 고용영역, 특정 업무, 특정 근로자그룹에 있어
유해업무의 경우 법규명령에 의한 기본규범(Grundnorm)에 대한 예
외를 인정하고 있다.
6. 제9조 이하(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일요일․
법정휴일의 보장(일요일․법정휴일근로의 원칙적 금지)과 일요일․
법정휴일 근로의 예외적인 허용, 일요일․법정휴일근로 시 보상 등
을 규정하고 있다.
7. 제14조 이하(제14조, 제15조)에서는 특별한 경우 근로시간의 기본규
범의 예외, 휴게․휴식․휴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
법의 기본규범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8. 제16조 이하(제16조, 제17조)에서는 근로시간법의 집행과 적용의 엄
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된 근로시간의 기록 및 게시
근로시간 증명의무를, 관할 감독행정관청에게는 근로시간법 관련 규
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9. 제18조 이하(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a)에서는 근로시
간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그룹, 직업그룹, 영역, 사업 등을 규정
하고 있다.
10. 제22조 이하(제22조, 제23조)에서 근로시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
행법으로서 근로시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165) 및 형벌 규정166)을 두
165) 제22조 과태료규정 (1) 사용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질서위반에 해당한다. 1. 제11조 제2항 및 제3조, 제6조 제2항 또는 제21조
a 제4항에 반하여, 근로시간상한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자, 2. 제4조에 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최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적시
에 부여하지 않은 자, 3. 제5조 제1항에 반하여 최소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거
나, 제5조 제2항에 반하여 휴식시간의 단축을 다른 휴식시간의 연장에 의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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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근로시간법 제2조 제1항은 단순하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의 개시로부터 종료 시까지 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
적으로 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는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시간법에서 사용하고 있
는 용어인 ‘근로대기’, ‘대기근로’, ‘호출대기’ 등의 개념, 이러한 시간들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근로시간법은 또한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한계와 보상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일 근로시간의 배치와 1
주 단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협약당사
자 또는 사업당사자, 근로계약 당사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
독일에서도 최근 기업의 요구에 따라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독일의 대표적인 제도는 근로시간 계
좌제(Arbeitzeitkonto)이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법정휴일의 근로
를 금지하고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독일 근로시간법은 근

상하지 않았거나 적시에 보상하지 않은 자, 4. 특정 사항에 관해 과태료규정을
두고 있는 제8조 제1문,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4조에 따른 법규명령에 위
반한 자, 5. 제9조 제1항에 반하여, 근로자를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 근로하게
한 자, 6.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근로자를 매 일요일에 근로하게 한 자 또는 제
11조 제3항에 반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시에 부여하지 않은 자, 7.
실행가능한 제13조 제3항 제2호의 명령에 위반한 자, 8. 제16조 제1항에 반하여
이에 열거된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하지 않은 자, 9. 제16조 제2항 또는 제21조a
제7항에 반하여,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않거나, 법률에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10. 제17조 제4항에 반하여, 정보를 제공하
지 않거나, 정확히, 완전히 또는 적시에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 또는 송부하
지 않거나 완전한 자료를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않거나 또는 제17조 제5항 제1문
에 반하여 사업장의 출입 또는 시찰을 허용하지 않은 자, (2)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최대 15,000유로, 제1항 제8호의
질서위반에 대하여는 최대 2,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66) 제23조 형벌규정 (1)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에 열거
된 행위를, 1. 고의로 범하였고 이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 또는 노동력에 해를 가
하거나 또는 2. 의식적으로 반복한 자는, 최대 1년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
다, (2) 제1항 제1문의 경우에 위험을 과실로 유발한 자는, 최대 6개월의 자유형
또는 180일분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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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 길이와 연장, 일요일․법정휴일 등과 관련하여 특칙 및 적용 예외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독일의 근로시간법제하에서 근로시간의 개념 및 근로시간의
개념 관련 쟁점, 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배치
및 분배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 휴게․휴식․일요일․법
정휴일 보장 원리와 실제, 근로시간법제의 특례와 적용 예외를 고찰함으
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1. 근로시간의 개념
가. 근로의 개념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자가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자에
게 근로계약에 따라 급부의무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이때 사
용자에 의한 노동력의 활용 여부가 반드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계의 수선이나 사용자의 근로 지시를 기다리는 시
간은 근로시간이나 근로가 중단되는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주어진 근로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한다.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나타나는 의무들을 이행함에 있어 사
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많은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는 상대적으로 분쟁 없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시간이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활동을 제한
하고, 사례에 따라서는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 그러한 사례에서
일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
근로시간에서 ‘근로’의 개념은 자유시간으로부터 근로시간을 구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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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상세한 논증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하였는지 또는 그가 근
로를 중단하였는지와는 관계없이 근로의 시작과 종료 사이의 시간”을 근
로시간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167) 이러한 견해는 형식적인 근로시간
개념에 주목한 것으로 휴게시간 이외에 근로의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의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법문’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법의 목적 및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즉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정의는 명시적으로 ‘근로’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
적인 통화나 인터넷 서핑,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는 것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
고 있다.168) 결국 근로시간은 ‘근로’와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그러한
점에서 근로와 관련된 시간으로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개별 사례를
통해 축적된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나. 근로의 개시와 종료
근로가 어느 시점에 개시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 근로시간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근로의 개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
라 근로를 시작한 시점 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
도록 제공하는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제부터 근로시간이 기산되는지, 어디에서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종종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한 시점인지 또는 해
당부서의 출입부터인지,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이 포함되는지, 출퇴근시
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로 다투어져 왔다.169) 근로자가 기
업 내에 들어옴과 동시에 근로시간기록설비에 기록되는지, 근로시간기록
이 근로 장소의 컴퓨터를 켬으로써 시작되는지 여부 등 많은 경우 단체협
167)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11.
168)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8.
169) 출퇴근시간,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 관련 쟁점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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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및 사업장 내 서면합의를 통해서 1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가 규정
된다.170) 근로의 종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마칠 때 또는 자신
의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때 종료된다.171) 근로의
종료 문제는 근로 개시 시점의 논리와 동일한 기본원리가 적용된다.172)

2. 근로시간 관련 쟁점
가. 개 관
개별 사례에서 근로시간과 자유시간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듯 그 경계가 모호한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대
기, 대기근로, 그리고 호출대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173) 근로대기와 대
기근로는 근로시간법 제7조 제1항에서, 호출대기는 근로시간법 제2조 제1
호에서 각각 언급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세
가지 형태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법은 이들 용어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근로제공의 강도, 대기
장소 선택의 주체 등의 판단 요소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근로,
근로대기, 대기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호출대기는 기본적으로 근로시
간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대기근로는 근로시간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었다.
학설과 판례는 개별 사례에서 경계에 대한 구별기준들과 이론을 발전
시켜 왔다. 그러나 많은 개별 사례에서 법원은 각각의 단계에 대하여 이
를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으로 다룰 것인지 또는 휴식시간으로 다룰 것
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각 단계의 보상 문제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

170) Wank, in: Dieterich/Hanau/Schaub/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2 ArbZG, Rn. 11.
171) Wank, in: Dieterich/Hanau/Schaub/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2 ArbZG, Rn. 16.
172)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13.
173) Vgl. BAG v. 11. 7. 2006–9 AZR 519/05, NZA 2007, 155; Anzinger/
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3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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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으로 다룰 것인지와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
인지는 서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174)
나. 완전근로(Vollarbeit)
근로자가 완전한 범위에서 사용자의 목적하에 투입되었다면 완전근로
에 해당한다. 근로는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종류일 수 있는데, 완전근
로는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휴식 없이 감독되고 또는 관
찰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
약상 주어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완전근로이다. 이때 완전근로의 내용
이 강행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주된 급부로서
근로계약상 사소한(gering) 요구의 형태(예컨대, 근로대기)를 약정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약정된 근로대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
고, 이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제공이며, 완전근로라 할 수 있다.175)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주어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또는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는 아니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
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법 측면에서 근로자를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과 일치
하지 않는 고용관계에 따른 시간들은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이다.176) 이
것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 무효인 근로계약의 고용관계에서도
동일하다.
근로시간법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근로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설령
근로제공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의 최소-질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러한 불완전한 이행을 이유로 임금삭감, 손해배상 또는 해고
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법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다루어진다.

174) Neumann/Biebl/Denecke(2012), Arbeitszeitgesetz, 16. Aufl., § 7 Rn. 13.
175)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31.
176) Neumann/Biebl/Denecke(2012), Arbeitszeitgesetz, 16. Aufl., § 7 R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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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대기(Arbeitsbereitschaft)
오늘날 판례와 통설은 ‘근로대기’의 개념을 주로 “긴장이 이완된 상태
에서 깨어서 주의하고 있는 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177) 근로대기는 구
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투입시간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나 화물
차 운전자가 화물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 등이 대표
적인 예이다. 내용적으로 긴장이 이완된 상태에서 깨어 주의하는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와, 완전근로와 대기근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개별 사례에서 여전히 다툼이 있다.
노무급부설(Dienstleistungstheorie)은 계약상 주어진 노무급부를 중심
으로 근로대기를 구별한다. 즉 근로대기는 근로계약상 주어진 일반적인
노무급부에 있어 완전근로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적고 그 때문
에 긴장의 이완이 가능한 완화된 급부(eine mindere Leistung)라는 것이
다.178) 요구설(Beanspruchungstheorie)은 근로시간법 차원에서 계약상
어떠한 급부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근로대기가 그것에 반하여 완화된 급
부인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각각의 근로 활동에 있어서 근
로자에 대한 이용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전형적인 완전근로에
비하여 이용의 정도가 명백하게 사소하다면, 이것은 근로시간법에서 근
로대기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179) 요구설은 근로시간법
상 근로시간 산정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인 반면, 노무급부설은 근로에 대
한 임금지급의 문제에 대하여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근로대기와 관련해서 근로시간법 제7조 제1항 제4호a)목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177) BAG v. 11. 7. 2006–AZR 519/05, NZA 2007, 155; BAG v. 10. 1. 1991–6
AZR 352/89, NZA 1991, 516; Schaub/Schrader/Straube/Vogelsang(2013),
Arbeitsrechtliches Formular-und Verfahrenshandbuch, C.H. Beck, § 157 Rn. 19f.
178) Z.B. BAG v. 5. 5. 1988–6 AZR 658/85, NZA 1989, 138; Meisel/Hiersemann, §
2 Rn. 27ff. mwN.
179) BAG v. 28. 1. 1981–4 AZR 892/78, AP Nr. 1 zu § 18 MTL II; Neumann/
Biebl/Denecke(2012), Arbeitszeitgesetz, 16. Aufl., § 7 Rn. 13; Wank, in: Dieterich/
Hanau/Schaub/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2 ArbZG
R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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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시간법 제6조 제2항의 규정과는 달리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또는 상당부분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에 해당하
는 경우, 10시간을 초과하여 1일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1
일 근로시간의 연장은 단지 근로자가 그들의 근로시간 동안 완전근로에
비하여 사소한 이용이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완전근로 요구와의 관
계에서 문제가 될 경우, 이때 근로자에 대한 사소한 이용은 개별 사례에
서 종합적인 고찰방법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근로자의 긴장이 이완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부담의 정도가 사소하다면, 이는 근로대기로
다루어지는데, 이때 요구의 범위는 근로대기 빈도와 기간, 야간 및 주말
대기의 빈도, 요구되는 주의정도, 근로대기 동안 투입의 빈도와 완전근로
의 기간, 적법성 또는 중단의 불법성 등의 관점이 중요하게 된다.
근로대기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이다. 근로대기를 이행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근로자보다 종종 길다. 그러나 근로시간법은 근로대기에 대하여 어떻게
임금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개별 근로계
약이나 또는 단체협약 등 집단계약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
당사자는 완전근로와 전형적인 근로대기의 시간을 임금지급에 있어서 구
별하여 평가할 수 있다.180)
라. 대기근로(Bereitschaftsdienst)
대기근로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근로 장소에 출석해야 하는 것 없이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자에 의해 특정된 장소(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든
관계없다)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
의 완전한 근로가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81) 대기근로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머물러야 하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180) BAG v. 24. 9. 2008–10 AZR 770/07, NZA 2009, 272.
181) BAG v. 24. 9. 2008–10 AZR 770/07, NZA 2009, 272;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30; Wank, in: Dieterich/Hanau/Schaub/
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2 ArbZG R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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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도, 사용자에 대하여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기근로는 근로자가 체류장소를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특정한 장소에 체류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
나, 통상적으로 근로제공 이외에 자신의 활동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대기와는 구별된다.
근로대기는 완전근로에 비하여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완화된
급부, 즉 “마이너스(minus)”인 반면, 대기근로는 다른 급부, 즉 “합의대상
과 다른 것(aliud)”을 의미한다.182) 이러한 이유로 종래 대기근로는 근로
시간법상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다.183) 그러나 2003년 12월 24
일 노동시장 개혁법에 따른 근로시간법 개정으로 대기근로는 근로시간으
로 편입되었다. 당시 입법자는 대기근로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근로시간법상 근로대기와 동일한 지위에 놓았는데,
이는 대기시간을 1일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근로는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근로관계
에서 주된 노무급부는 아니나, 하나의 급부라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184) 임금지급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개별 또는 집단계약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기근로 동안 근로자는 전체적으로 완전근로보
다 분명하게 사소한 요구에 놓이게 되며, 그로 인해 완전근로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의무는 대기근로의 인수로 결정되
는데, 이러한 사례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권을 근거로 대략적으로 결
정한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다. 독일 근로시간법에서 대기근로는 하나의
특수한 범주로 다루고 있는데, 근로대기와 마찬가지로 10시간을 초과하
는 1일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182) BAG v. 25. 10. 1989–2 AZR 633/88, NZA 1990, 561.
183) BAG v. 13. 11. 1986–6 AZR 567/83, AP Nr. 27 zu § 242 BGB Betriebliche
Übung; BAG v. 18.2.2003, AP Nr. 12 zu § 611 BGB Arbeitsbereitsschaft, NZA
2003, 742.
184)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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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호출대기(Rufbereitschaft)
대기근로와 호출대기의 주장이 서로 충돌될 때, 호출대기에 대한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대기근로는 근로자가 대기근로 동안 사용자
가 지정한 장소에 체류하고 있는 반면, 호출대기는 근로자가 호출대기 동
안 자신의 체류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
다.185) 예컨대, 근로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켜놓아야 한다면 이는 호출대
기로 볼 수 있으나,186) 만일 사용자가 10분 또는 20분 등 짧은 시간 내에
근로에 투입되어야 하는 기간을 정하였다면, 호출대기를 위해 요구되는
체류장소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준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는 대기근로로
간주될 수 있다.187) 그럼에도 호출대기에 있어서 근로자는 자신의 체류장
소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188) 왜냐하면 정해진 시
간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근로 장소에 나타날 수 있을
정도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189)
통설에 따르면, 호출대기는 근로자가 투입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아
니라 휴식시간으로 다루어진다. 즉 호출대기는 휴식시간으로 다루어지나,
다만 사용자의 실질적인 활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본다. 호출대기
는 사용자로부터 특정된 체류장소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호출대기는 법률상 개념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
만,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에서 “근
로시간 이외에 투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정의되고 있다.190)
호출대기는 많은 업무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개괄적 단체협
약(Mantel-TV)에서 그 기본조건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강산업,
정보기술, 주택 및 사업장 기술자 등 공공업무 부분 등에서 특히 활용된
185)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48f.
186) BAG v. 29.6.2000, AP Nr. 41 zu §15 BAT, NZA 2001, 165; Pieper, ZTR 2001,
292; Gaul, DB 2013, 60 (61).
187) BAG v. 21.1.2002 ZTR 2002, 432=NZA 2002, 871(LS).
188) Schaub/Schrader/Straube/Vogelsang(2013), Arbeitsrechtliches Formular-und
Verfahrenshandbuch, C.H. Beck, § 156 Rn. 25.
189) BAG v. 22. 1. 2004–6 AZR 543/02–BeckRS 2004, 30800702.
190) Böker(2010), Rufbereitschaft, Hans Böckler Stiftung, 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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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IT 시설 등에서 장애발생 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자주 호
출대기가 약정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 이
외에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기계의 장애 또는 문제해결과 제거가 필요하
다면 호출대기는 여전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호출대기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법 제5조의 11시간 최소휴식시간은 준수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호출대기의 경우 휴식시간의 단축은 허용될 수 있고
이는 다른 날에 보상될 수 있다. 호출대기에 대한 임금문제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정된다.
바. 이동시간(Wegezeit) 및 준비시간(세척시간,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
판례와 학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집으로부터 근로 장소까지 이동하
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근로 개시를 위해 근로자가 옷
을 갈아입거나, 씻거나 또는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다.191) 최근 연방노동법원192)은 작업복을 갈아입는 행위가 근로자 자신
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기업 등)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옷을 갈아입는 시간은 적어도 공동결정권의 의미에서 근로시간이라고 밝
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견해가 있
다.193) 첫째, 법문에서 명확하게 ‘근로의 개시’를 규정하고 있고, 준비행위
는 근로의 개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근로시간법의 목적
및 의미상 준비행위를 근로의 개념에 편입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판례와 통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과 집을 오가는 통근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191) BAG v. 11. 10. 2000–5 AZR 122/99, NZA 2001, 458; BAG v. 22. 3. 1995–5
AZR 934/93, NZA 1996, 107;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26; Wank, in: Dieterich/Hanau/Schaub/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1 ArbZG Rn. 14;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10.
192) BAG v. 10. 11. 2009–1 ABR 54/08, NZA-RR 2010, 301.
193)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2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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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한 이후 사업장에서 사업장 밖의 다른 장소로 이
동하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한편, 최근 정해진 사전근로 또는 근로자가 옷을 갈아입는 행위에 필요
한 시간들은 이미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사업 실무에서 시간 인정 시점
을 결정하는 규정이 확장되고 있다.
사. 다수의 사용자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근로시간은 함께 산정되는데, 이 규정은 적어도
서로 다른 사용자와 2개의 근로관계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계약관계(즉,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놓여 있다면, 이러한 시간
들은 고려될 수 없다. 이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명백한데, 법률은 사용자,
즉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표 5-2> 근로시간 관련 개념
개념

개념 및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근거

근로
시간

근로시간은 휴게 없이 근로를 개시한
시간부터 근로를 종료한 시간을 의미 근로시간법
함. 구체적인 근로행위, 근로대기, 대기 제2조, 제4조
근로 등이 포함됨.

이동
시간

근로시간의 개시와 종료 내에 사업장과
근로시간법
외부 또는 다른 근로 장소 사이의 이동
제2조 판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근로
대기

근로대기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에 즉
근로시간법
시 근로과정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함.
제2조
근로대기는 근로시간으로 평가됨.

대기
근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고 있으나(근로과
정에서 주의하여 깨어 있지 않고 근로
제공과정에서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를 개시하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
체류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 상태를
말함. 체류장소는 사업장 내외 관계없
음. 근로시간에 포함됨.

근로시간법
제2조, 제5조
판례
유럽연합지침

기준/예외

집과 사업장을 이
동하는 출퇴근시간
은 근로시간에 포
함되지 않음.

참석의무가 있는
대기근로는 허용
된 상한의 주당 근
로시간에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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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의 계속
개념

호출
대기

개념 및 근로시간 포함 여부

근거

기준/예외

근로자가 자신의 체류장소를 스스로 선
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장소에서
근로시간법
근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말함. 호
제2조, 제5조
출 시에 근로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함. 체
판례
류제한은 호출대기의 경우 분명하게 대
유럽연합지침
기근로보다 자유로움.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으로 포함되지 않음.

야간시간은 23:00시부터 익일 6:00시까
야간
지이며, 제과점의 경우는 22시부터 익
시간 및
근로시간법
일 5시까지의 시간이며, ‘야간근로’라 함
야간
제2조
은 야간시간 내 근로가 2시간을 초과한
근로
경우의 근로를 말함.

야간근로자는 통
상적으로 교대근
무로 야간근로를
행하는 자와 1년
최소 48일 이상 야
간근로를 행하는
자를 말함.

교대제 근로는 적어도 두 명의 근로자
가 규칙적으로 결정되고 예정된 계획에
교대제 따라 같은 업무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판례, 학설
근로 결과 한 명의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다
른 근로자는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 없
이 자유시간을 갖는 것을 말함.
주 : 저자 작성.

제3절 근로시간의 길이(Dauer)

근로시간법은 기본적으로 일반 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의 길이와
연장의 상한을 설정하고, 특별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연장 상한의 예
외를 허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길이는 근로시
간법, 단체협약, 서면합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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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 근로시간법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
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
근로시간법 제3조에서 일반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법은 1일 단위 법정기준근로시
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1주 단위 법정기준근로시간 규정은 두고 있지 않
다. 근로시간법 제3조는 근로시간의 기준시간과 유연 근로시간 모델의 모
든 형식들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이다. 이때 1일은 일요일과 휴일을 제외
한 모든 날들이며, 1일은 역상의 1일인 0:00시에서 24:00시까지가 아니라
근로개시로부터 24시간까지를 산정한다(예컨대, 근로 개시가 월요일 07
시인 경우 화요일 07시까지). 1년의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상한의 기준은
6일×8시간=48시간×48주간(1년 52주에서 법정휴가 4주를 제외함)=2,304
시간이다.
근로시간법 제3조 제2문에서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까지, 즉 2시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연장근로(Mehrarbeit)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관
계를 위해 약정된 근로시간을 넘어서(mehr)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연장
근로는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정규 근로시간, 즉 단체협약 또는 서면합의,
근로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일, 근로주, 근로월 등에 이행하기로 약정
한 시간과 실질적으로 자신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실근로시간)의 차이를
통해서 나타난다.194) 이를 토대로 법률상 규정된 6개월 또는 24주의 보상
기간 내에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넘지 않는 한, 1주 최장 60시간까지 연
장이 가능할 수 있다.
나. 연장된 시간의 보상기간
근로시간법 제3조 제2문은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까지 연장을 허용하
고 있으나, 그 전제는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

194) BAG v. 8.11.1989-5 AZR 642/88, DB 1990,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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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0시간
까지 가능하고, 이는 6개월, 24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며(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의 연장근로 제한과는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때 보상기간을 6개월로 설정할 것인지 24주로 설정할 것인지
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위원회는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3호195)에 따
라 강행적인 공동결정권을 갖는다.
한편, ‘근로시간의 정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교대근무로 야간근로를 행
하여야 하는 자 또는 1년에 최소 48일 이상 야간근로를 행하는’ 야간근로
자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을 연장할 경우 평균해야 하는 단위기
간이 1개월 또는 4주 이내로 단축된다.

2. 예외 1 : 법률과 다른 합의에 의한 연장
가.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상 허용하는 서면합의 등에 의한 연장의 예외
강행법률인 근로시간법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집단계약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다. 근로시간법상 이러한 허용은 근로자 건강에 있어 주장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분야나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다.196)
이러한 취지는 각각의 개별 예외 조항에 나타난다. 예컨대, 업종에 따른
예외 허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가 이에 상응하는 시
간의 보상에 의해 보장될 것”, “특별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보된 경우”, “근로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전
제로 한다. 근로시간법 제7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 및 보상기간의 확

195) 제87조 제1항 제3호 법률 또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은 근로자 대표위원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 내 통상적인
근로시간의 일시적 단축 또는 연장.
196)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7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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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는 같은 법 제3조의 근로시간을 크게 유연화한 것이다. 그럼에도 12개
월 평균하여 1주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의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근로
대기 또는 대기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시간을 초과하는 1일 근로시
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시간법 제7조 제8항에서는 개별 업종, 근로제공의 내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허용하더라도 연장된 근로시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연
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은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청의 승인에 의한 허용의 경우에
도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
우에도 근로시간의 종료 직후 바로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
되도록 하고 있다.
나. 유해업무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연장
연방정부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개별 고용
분야, 특정 작업 또는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제3조의 범위를 넘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6
조의 야간근로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확대하고, 근로시간법 제7조에 따라
허용된 예외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광산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는 고용분야 및 그 사업 내 작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표 5-3>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의 연장
이 법률과 다른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197)
조건
단체협 - ‘일반적으로 또는 상당
약, 단 부분 근로대기 또는 대
체협약 기근로’에 해당
에서 허
용한
서면 야간근로자
합의

규정

연장 가능 시간

보상기간

제7조
- 12개월 평균한 1
제1항 1일 10시간 연장 초과 가능 주 근로시간 48시
제1호
간 초과 불가
제7조
- 12개월 평균한 1
제1항 1일 10시간 연장 초과 가능 주 근로시간 48시
제4호
간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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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의 계속
이 법률과 다른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
조건

단체협
약, 단
체협약
에서 허
용한
서면
합의

-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가 이에 상응하는
시간의 보상에 의해 보
장되는 한,
- 농업분야에서 기간에 맞
춰 조정
- 병원, 기타의 치료․요
양․간병기관에서 근로
시간 조항을 업무의 특
성 및 환자 이익에 맞
게 조정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단
체 등에서 그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춰 조정

규정

보상기간

제7조
제2항
- 12개월 평균한 1
1일 10시간과 달리 조정할
제2호,
주 근로시간 48시
수 있음.
제3호,
간 초과 불가
제4호

근로시간이 주로 근로대
기 또는 대기근로에 해
당하고 특별규정에 의해 제7조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 제2a항
지 않는다는 것이 확보
된 경우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사용
자의 사업의 경우 서면합의로, 서
면합의 또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제7조
경우 당사자 서면합의로 단체협 제3항
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그 경우 예외 가능

교회 및 공법상 종교단체

연장 가능 시간

제7조
제4항

- 1일 근로시간을 보상 없
이 8시간 이상으로 연
장하는 것이 허용됨. 근
※ 보상 없는 연장
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
가능
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는 6개월 이내 서면 동
의 철회 가능
- 다른 내용 합의 가능
-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는 6개월 이내 서면 동
의 철회 가능

다른 내용 합의 가
능
12개월 평균한 1
주 근로시간 48시
간 초과 불가

- 내부규율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12개월 평균한 1주
-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
근로시간 48시간
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초과 불가
는 6개월 이내 서면 동
의 철회 가능

197)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근로시간 종료 직후 바로 최
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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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의 계속
이 법률과 다른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
조건

규정

연장 가능 시간

감독관청의 승인198)

제7조
제5항

- 제7조 제1항, 제2항, 제
2a항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는 6개월 이내 서면 동
의 철회 가능

법규명령199)

제7조
제6항

-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상 예외 허용 가능

보상기간

6개월 또는 24주
를 평균한 1주 근
로시간이 48시간
초과 불가

유해업무(제8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한, 연방정부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위험이 예
상되는 개별 고용분야, 특정 작업 또는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제3조와 제7조에 따라 달리 정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음.
주 : 저자 작성.

3. 예외 2 : 특별한 경우 근로시간 길이와 연장
근로시간법은 제15조에서 특별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상한 연장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행
정관청의 승인 또는 법규명령)에도 기본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
하여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예외, 1일 근로시간 연장의 상한이 10
시간을 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하
여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198) 단체협약상 규정이 체결되지 않은 분야,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필요하고 근로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199)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필요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방정
부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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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특별한 경우 근로시간의 길이
사유

1일 근로시간 연장

보상기간

- 긴급한 상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료
내지 생필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패
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 업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
(제14조)

업무처리에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
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업무 미처리 시 결과 제3조, 제7조와 달리
에 큰 해가 되거나 과도한 손해 초래
정할 수 있음.
간헐적으로 개별 일에만 행하여지는 연구,
다른 시점으로 미룰 수 없는 준비작업 및
마무리작업, 환자의 치료, 요양 및 간병 또
는 동물의 치료 및 간호를 다른 시점으로
미룰 수 없는 경우

- 6개월 또는
24주를 평
균한 1주
근로시간
이 48시간
초과 불가

- 감독행정관청이 계속적 교대제사업에서 교대
근무가 없는 시간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한
경우나 건설 및 조립현장
승인, 법 -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의 연장이 다른 - 장시간의 1일 근로
규명령
시기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조정되는 경 시간 승인
우로 연중 특정한 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필
요로 하거나 업무가 연중 특정시기로 제한
되는 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6개월 또는
24주를 평
균한 1주
근로시간
이 48시간
초과 불가

- 이 법률에 규정된
이상으로 예외 인정

- 이 법률,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법규명
령에 규정된 근로
- 6개월 또는
시간의 상한 및 제
24주를 평
한을 넘어 가능
승인, 법
균한 1주
규명령 - 불가피한 이유에 의해 이 법률, 이 법률에
근로시간
의해 제정된 법규명령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이 법률, 이 법률에 이 48시간
상한 및 제한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고 의해 제정된 법규명 초과 불가
근로자의 안정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강이 령에서 정한 근로시
최대로 보호되는 경우, 연방국방부는 자신의 간의 상한 및 제한
업무범위 내에서 연방노동사회부의 동의를 과 다른 내용을 정
얻은 법규명령으로 군대에 있어 근로자의 할 수 있음.
특별한 업무
- 연방국방부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 연방
노동사회부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국
방상 이유로 인한 경우

주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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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근로
근로시간의 길이는 여전히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다.
실무에서 주로 단체협약을 통해서 근로시간의 길이가 규정되는데, 법률, 단
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유리조건우선원칙이 적용된다.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1
개월의 보수에 관한 내용이다. 즉 EU의 근로시간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
한 근로시간법의 입법목적이 근로자의 건강과 시간적인 과도한 이용으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건강과 사회적
생활의 보호, 기간단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근로시간의 기간을 규정하
고 있다.200) 단체협약은 주로 근로시간의 상한을 1주 단위로 설정하고 있
다는 점에서 1일 단위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법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금속 및 전기산업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다수 사업장에서는 1주 단
위 근로시간을 일반적으로 서독지역은 35시간, 동독지역은 38시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길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1949년 독
일의 1주 단위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48시간이었다가, 1960년대와 1970
년대 점진적으로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계속해서 단체협약에서 1주 단
위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규정이 받아들여졌
다.201) 다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또는
38시간을 하회하기도 하며, 개별적으로 예외가 존재한다. 단체협약의 구
속력이 미치지 않는 사업장 등의 근로자의 경우 다수는 일반적으로 계속
해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202)
금속산업과 전기산업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그 결과 금속산업과 전기산업에서 전일제 근로자들의 실질
적인 1주 근로시간(실근로시간)은 2010년 이미 39.5시간(서독), 40.2시간
200)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43.
201)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48.
202)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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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 이르며, 이것은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을 넘는다. 단체협약들은
협약근로시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는(예컨대, 작업량
이 증가할 경우)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위원회 사이에 연장근로를 약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 연장된
근로시간을 약정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협약의 제한에 따르게 된다.
사례203) : “긴급한 사업상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위원회의 동의
를 통해 1주 10시간까지 1개월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다”(노르트
뷔르템베르크-노르트바덴 개괄 단체협약).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개괄
단체협약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자유시간으로 보상을 설정하기도 하였
다. “개별 사례에서 1개월에 16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 근로의 면제를 통
해서 보상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이 16시간을 넘는 경우 근로자는 긴급
한 경영상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의 면제를 통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3개월 내에서 자유시간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
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유시간으로의 보상은 6개월 내에
가능할 수 있다. 연장근로할증은 기본적으로 임금으로 보상될 수 있다.”

<표 5-5> 근로시간의 기간 관련 법률 및 단체협약 규정 예
근로시간법
1일 근로시간 상한 규정
6개월 동안 1일 근로시간 상한의 조정
기간 규정
1주 6일까지 근로시간 배분

금속 및 전기산업 단체협약
1주 근로시간 규정
일반적으로 12개월 단위 개인적인 1주
단위 근로시간의 조정기간 규정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5일 단
위) 근로시간 배분

자료 :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44.

5. 독일 주당 근로시간 실태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04) 독일 취업자(Erwerbstädigte)의 1
203)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63.
204) Ergebnis der Arbeitskräftigten(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Indikatoren/
QualitaetArbeit/QualitaetArbeit.html?cms_gtp=318944_slot%253D3&http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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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은 35.3시간으로 조사되었다(2014년 기준). 전일제 취업자
의 경우는 1주당 41.5시간으로, 단시간 취업자의 경우는 18.8시간으로 나
타났다.
독일의 1주 단위 근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약 20여 년 사이 전체
평균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1991년 38.4시간
에서 2014년 35.3시간), 전일제 취업자의 경우는 40시간(41.5시간)을 상회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단시간 취업자의 경우는 18.8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취업자 그룹에는 근로자, 자영업자, 가족종
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40시간을 넘는 취업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취업자 중 1주 48시간 이상 근로하는 비중은 12%로 나타났으나, 이 비
중은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근로자의 경우 모든 전일제
근로자의 7.0% 정도가 1주 48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의 1주 평균근로시간은 2014년 기준 1주 35.3시간으로 전년도와 차
이가 없다. 주요 EU 국가와 비교해 보면, 영국(36.7시간), 프랑스(37.3시
간), EU 국가의 평균(37.2) 시간보다 짧다. 반면, 네덜란드, 덴마크에 비해
서는 긴 편이다.
[그림 5-1] 독일 주당 근로시간의 변화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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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2014년 기준 일반적으로 1주 48시간 이상 근로한 전일제 취업자 비중
성별

%

전체

12.4

남성

15.0

여성

7.2
직업별

%

취업자가 있는 자영업자

63.8

독립 자영업자

41.4

근로자

7.0

가족관계 종사자

41.6

자료 : Ergebnis der Arbeitskräfteerhebung(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표 5-7> 2014년 기준 EU 주요국의 근로시간 비교
근로시간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EU 국가 평균(27개국)

30.1
33.5
35.3
36.7
37.3
37.9
36.9
37.2

전년 대비
근로시간 변화
0.1
-0.1
0.0
0.2
-0.2
-0.1
0.0
0.0

자료 : Ergebnis der Arbeitskräfteerhebung(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 및 유연 근로시간제

1. 근로시간의 배치
가. 개 관
근로시간법은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배치 또는 배분할 것인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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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단체협약 및 사업장 서면합의나 개별
적인 약정을 통해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다만 1주일의 근로시간 배치와
관련해서는 1일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의 최소휴식시간, 일요일 근로 금지
를 두고 있다.205) 그러나 근로시간 배치․배분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사업조직법상 근로자 대표위원회의 공동결정과 참여권 행사는 근로시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괄적인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의 배
치와 배분에 대한 법률 규정으로는 근로시간법 제3조와 사업조직법 제87
조 제1항을 들 수 있는데, 근로시간의 배치와 배분에 대한 근로자 대표위
원회의 공정결정권은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로부터 도
출된다.
단체협약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규칙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즉 1주 단위 35시간 또는 38시간 내에서 실질적인 1일 근로시간
을 변경시킬 수 있다. 또한 각 1주에 몇 시간 동안 근로해야 하는지, 근로
시간의 배치와 배분에 대해서 서면합의가 가능하다. 단체협약상 근로시
간은 일반적으로 1주 단위 근로일 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분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다양하게 배치 및 배분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배치
및 배분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없는 연장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리고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부터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있는 연장근로를
구별하여 보장하고 수당지급의무가 없는 연장근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금속산업과 전기산업의 개괄 단체협약 사례에서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의 근로일 규정과 예외적인 규정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
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상기간은 개괄 단체협약에서 6개월로
약정하고 고용안정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단체협약 영역에서 12개월로
확장되기도 한다.

205)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즉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 근로자의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 휴식시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1주 단위 근로시간에서 근로일, 토요일, 일요일 등을 어떻게 설
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근로시간의 배치 및 배분의 기본원리(Grundprinzipien)
에 관한 사항으로 이 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개할 내용 및 관련 쟁점
이 많다는 점에서 절을 달리하여 다음 제5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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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협약상 일반적인 근로시간 배치 및 배분 : 금속․전기산업 사
례206)
단체협약상 서독지역의 1주 단위 근로시간은 35시간인데,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이며,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정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
은 매일 7.5시간이다. 종종 3교대 사업장에서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의
근로시간과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 3교대[이른 교대
(Frühschicht), 늦은 교대(Spätschicht), 야간교대(Nachtschicht)]에서 8시
간이 가능하다. 이는 1주 근로시간이 5×7.5=37.5시간이 된다. 1주 35시간
제와 비교하여 2.5시간의 차이는 보상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근로
시간 배분의 모델 이외에 근로시간의 예외적 배분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
을 수 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7.5시간을 근로하고 금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단축된 늦은 교대를 통한 2교대제의 경우에 1주 5
일 동안 8시간 이른 교대를, 5일 동안 6시간의 늦은 교대로 할 수도 있다.
계절근로의 경우에 반 년은 30시간으로, 반 년은 40시간으로 조직할 수도
있다. 5일 8시간을 29일의 휴무일을 통해서 보상할 수도 있다.
단체협약상 동독지역의 1주 단위 근로시간은 38시간인데, 1일 근로시
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간, 휴게시간은 36분이다. 30분의 휴게시
간의 경우 근로자는 1일 8시간 6분 동안 사업장에 머무르게 된다. 동독지
역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8시간, 금요일은 6시
간으로 할 수 있고, 2교대제의 경우 이른 교대의 경우는 8시간, 늦은 교대
의 경우에는 7.2시간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계절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라면 반 년은 40시간, 반 년은 36시간으로 조직할 수도 있고, 5일 8시간을
근로할 경우 1년 12일의 휴무일로 보상할 수도 있다.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근로시간, 예외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이 서
면합의로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상 연장근로로부터 이를 명확하게 구별
해야 한다. 즉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는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
206) 자세한 내용은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13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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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또는 이후에 근로하고, 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이다. 결국 그러한
모델들이 서면합의에서 약정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연장근로에 놓이게
되는지 등 연장근로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다. 야간근로 및 교대근로
1) 야간근로 및 교대근로 관련 규정
근로시간법은 정의 규정에서 ‘야간시간’을 23시부터 새벽 6시(제과점
22시부터 새벽 5시)로 규정하고 이 시간대의 근로가 2시간을 초과한 경우
를 야간근로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교대근무로 ‘야간근
로’를 행하는 자, 1년에 최소 48일 이상 야간근로를 행하는 자를 ‘야간근
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법은 이러한 정의 규정을 기초로 야간근로자와 교대제 근로자
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에서 야간근
로자 및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인간다운 근로시간에 관한 노동학
술상 확립된 이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상기간
을 단기로 설정하고 있다. 즉 야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에 정해진 바와는 다르게, 1개월 또는 4주 이내에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1일 근로시간이 10
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제2항).207) 야간근로자는 고용개시 전 그리고
이후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가 있으며, 야간근로자는 50세 이후에는 매년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
가 근로자의 비용부담 없이 사업 내의 전담의사 또는 사업 내 의료서비스에
의한 검진을 제공하지 않는 한, 검진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제3항).
사용자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에 배치되지 않는 한, 1. 검진결과 야간
근로의 계속적인 수행이 근로자의 건강에 위험한 경우, 2. 근로자의 가정
내에 다른 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는 3. 가정 내의 다른 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돌봄을 심히 필요로 하
207) 야간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보상기간은 일반근로자와 같
이 6개월 또는 24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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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주간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제4항). 다만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의 이에 적당한 주간근로로의 전환이 긴박한 경영상
의 이유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는 사용자에게 전
환과 관련하여 제안을 할 수 있다(제4항). 단체협약상의 보상규정이 존재
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에게 야간근로가 행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적정한 수의 유급휴일 또는 적정 가산수당을 보장하여야 한다(제5
항). 야간근로자에게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향상훈련 및 승
진에 필요한 조치에 참여할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제6항).
2) 야간근로 및 저녁근로 실태
근로가 제공된 근로시간의 범위에 있어서 어떠한 시간에 근로하는가
등은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저녁근로와 야간근로는 예
외적이거나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식된다.
[그림 5-2] 201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저녁근로 및 야간근로 비중

자료 : Ergebnis der Arbeitskräfteerhebung(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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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2014년 기준 저녁 및 야간근로 비중
지속적이거나 정규
근로시간대

취업자 있는
자영업자(%)

근로자(%)

저녁

45.5

24.4

야간

6.7

9.0

45.6

8.0

야간과 저녁

자료 : Ergebnis der Arbeitskräfteerhebung(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저녁에 근로한 전체 취업자의 비중은 1994년 15%에서 2014년 26%로
약 10% 증가하였고, 야간근로의 비중은 7%에서 9%로 증가하였다.208)
2014년 기준으로 남성(11%)이 여성(6%)에 비하여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근로자(Arbeitnehmer) 중심으로 살펴보면, 야간에 근로한
비중은 9.0%로 나타났으며, 저녁근로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도 8.0%로
조사되었다.

2. 유연한 근로시간(flexible Arbeitszeit)
가. 유연한 근로시간의 배경 및 의의
1) 유연한 근로시간의 배경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이미 상당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기업
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들을 적응시켜
왔던 것에 기인한다. 즉 보다 많은 시간주권(Zeitsouveränität)에 대한 근
로자의 이해가 사업장의 요구에 예속되고, 근로자에게는 정규 근로시간
의 경계를 넘어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근로시간 손실의 위험은
증가하고, 사업장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모델이 증가하게 된다. 고정된 근
로시간구조의 점진적 해체는 1980년대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인하기
208)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Indikatoren/QualitaetArbeit/Qualitaet
Arbeit.html?cms_gtp=318944_slot%253D3&http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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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또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사회로의 전환
의 결과라는 연구들이 있다.209)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단지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의 배치
와 배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길이에 대하여도 변경이 허용된다.210) 이에
상응하는 근로계약의 형성은 약정된 정규의 1주 최소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상 근로시간
유연화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
한 유연화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제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211)
2) 유연한 근로시간의 의의
유연한 근로시간의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연한 근로시간시
스템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학술적 또는 기업경제적인 개념도 확정하기
어렵다. 또한 유연한 근로시간시스템이나 모델, 구상들의 형성도구들을
확립해야 하는지도 열려 있다. ‘유연한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는 입법자들
이 근로시간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의 경우는 용어
상 근로시간의 변경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경제상황 및
내․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배치 및 배분의 변경을 허
용하는 것이다.212) 오늘날 근로자의 노동현실이나 삶을 위해서는 근로시
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유연한 근로시스템에서 근로자의 계획가능성과 조
건들이 중요하게 되었다.
유연한 근로시간은 적어도 근로시간의 길이, 배치 또는 배분의 요소들
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는 기본적으로 임금지급의 산정크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근로
자가 정규적으로 40시간의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

209)
210)
211)
212)

BT-Dr. 17/8531, S. 4.
BAG v. 7.12.2005-5 AZR 535/04, DB 2006, 897ff.
Hahn(2011), Flexible Arbeitszeit, C.H.Beck, S. 1.
Hahn(2011), Flexible Arbeitszeit, C.H.Beck,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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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제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1일, 1주, 1개월 또는 1년의 약정된 근로시간은 계획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한 산정단위가 되기도 한다.213)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개별적인 근로계약상의 약정은 단체협약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체협약상 해당 규정의 틀에서 일반적인 규정에 따
라 유효하게 약정될 수 있다. 예컨대, 단체협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약정된
매일의 근로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도입 등을 예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의 투입을 통한 사업상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대한 급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에서
는 유연한 근로시간시스템에서 보상기간의 상한기간과 하한기간과 같은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상의 개방조항을 두
어 사업 단위 서면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 계좌제의 실시 등을 허용하고
있다.214)
나. 유연한 근로시간제 구분
기본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야기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유연한 근로시간시스템을 인정할 수 있다. 한 측
면은 근로자가 자신의 시간주권의 관점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이
며, 다른 한 측면은 사용자가 자신의 지시권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화
하는 것이다.215)
전체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근로시간 시스템은 예컨대, 정규적으로 근
로의무가 있는 1주간 근로시간 등 약정된 기간 동안 근로시간의 길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유연화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이해에 부
합한다. 즉 사용자는 최근 경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투입을 사전에 약
정된 근로시간 길이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 근로시간
제에는 연장근로와 조업단축이 포함된다.216)
213) Hahn(2011), Flexible Arbeitszeit, C.H.Beck, S. 4.
214) Hahn(2011), Flexible Arbeitszeit, C.H.Beck, S. 37, 39.
215) Hahn(2011), Flexible Arbeitszeit, C.H.Beck, 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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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유연하게 하는 근로시간시스템은 정해진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
하여 보상기간 동안 시간의 배치를 유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사례
에서 이러한 유연 근로시간시스템은 공통적인 근로제공에 대하여 정확하
게 시간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급부지정권 또는 지시
권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유연한 근로시간제
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간근로시간계약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길이와 배치의 혼합형태도 나타난다.217)

3. 독일 유연 근로시간제 사용실태
2010년 유연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 취업
자의 36%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부터 모든 취업자의 36%를
차지하고 약 10%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여 사적인 요구에 적응
하고 있다. 그러나 약 60%의 근로자가 특정한 근로시작과 종료로 함께
고정된 근로시간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유연 근로시간제 유형별 사용 현황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2.
216) Hahn(2011), Flexible Arbeitszeit, C.H.Beck, S. 5.
217) Hahn(2011), Flexible Arbeitszeit, C.H.Beck, S. 6.

제5장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169

<표 5-9> 산업별 근로자의 유연 근로시간제 활용 비중(2010년 기준)
%
농․임․어업

38.3

제조업(건설업 제외)

24.9

건설업

36.8

서비스업

27.1

판매, 거래 및 숙박업

59.8

정보통신

68.3

금융보험업

55.7

자료 : Ergebnis der Mikrozensus(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건설업 제외) 부문에서 가장 낮은 비
중(24.9%)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정보통신업종(서비스 업종 중 68.3%)에서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4. 근로시간 계좌제218)
가. 근로시간 계좌제의 의의
근로시간의 유연화시스템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즉 유연화된 근로시간을 보상기간의 종료 시에 정확하게 정산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Arbeitszeitkonto)
가 활용된다.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근로계약, 서면합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
과 실근로시간의 차이를 기록한 것으로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정산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 즉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규정된 근로시간 산정단위를
218)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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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여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탄력화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시간 계좌란 근로시간의 유
연한 조정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도구로서,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
로시간 계좌에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간의 차이가 결
산되고, 이를 통하여 근로시간적립금과 근로시간부채가 시간 단위로 기
록되며, 이러한 근로시간 계좌에 따른 시간가치 적립분은 일정한 기간 내
에 대차균형을 위해서 소멸 또는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1990년대 이래 확대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규
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법적으로 사회법전 제4편
제7조 제1a항 제1문에서 가치적립금(Wertguthaben)이 규정됨으로써 근
로시간 계좌제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의 차이를 적립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협약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만큼을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보상하는 제도이다.
유연한 근로시간 형성의 가장 광범위한 형식은 근로시간 계좌를 통한 근
로시간의 불규칙적인 배치이다. 근로시간 계좌의 개념은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근로시간 또는 이행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하나의 장치이다.
나. 근로시간 계좌제의 유형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기간의 길이에 따라 근로시간 계좌는 단기(Kurz)
근로시간 계좌, 장기(Lang) 근로시간 계좌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근로
시간 계좌는 진행되는 1개월 또는 1년을 단위로 제공된 근로시간을 정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계좌는 평생 근로시간 계좌 등 다른 장기 근로시
간 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기 근로시간 계좌의 정산기간
은 1년이나, 1년 내에 1개월, 3개월, 6개월 등을 개별 사례에서 약정할 수
있다. 단기 근로시간 계좌를 운용하는 근로시간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에서 도입된다.219)
219) Klemm, Bernd(2006), Lebensarbeitszeitkonten - ein Modell für die Zukunft, NZA,
946ff,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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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근로시간 계좌제 유형
단기 근로시간 계좌(Kurzzeitkonto)
(정산기간 : 1년 내)

장기근로시간 계좌
(Langezeitkonto)
(정산기간: 1년 이상)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근로시간 집단적 유연계좌
장기 근로시간 계좌
계좌
계좌
(Kollektives
(Langezeitkonto)
(AZV-Konto) (Gleitzeitkonto)
Flexi-Konto)
목적
규정

장기 안식년과 근로생
근로시간채권과 근로시간의 개인 기업의 위탁 및
활로부터 사전적인 퇴
휴일의 정산
적인 형성
생산의 변동 보상
직 목적 등

도입
정산

집단적인 보충과
개인적
개별적인 정산

집단적(서면합의
개인적
를 통해서)

신호등 계좌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으로 녹
색, 황색, 적색 단계의 계좌 구간을 둠으로써 근로
시간 계좌를 관리하는 제도임.
예컨대, 근로시간 계좌의 최대치를 60시간으로 하
관리수단 는 사업장의 경우 적립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으로서 에는 녹색등 단계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신호등 시간을 운영할 수 있음. 적립된 시간이 ±30에서
계좌 ±40 구간은 황색등 단계로 근로자와 직장 상사가
공동으로 근로시간 운영 및 관리, ±40에서 ±60 구
간은 적색등 단계로 직장 상사가 계좌가 녹색등
또는 황색등 단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
자료 :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49의 표를
바탕으로 필자가 수정.

또한 근로시간 계좌제는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데 선택적 근
로시간제의 경우는 근로시간 계좌가 플러스 시간과 마이너스 시간을 관
리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장기 근로시간 계좌는 조업단축 또는 경영상
해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 <표 5-10>과 같은
계좌 모델은 분명하게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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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시간 기록(Zeiterfassung)
1) 근로시간 기록의 의의
유연한 근로시간 모델과 근로시간 계좌를 구성함에 있어 제공된 근로
시간의 기록 관리는 근로시간의 조정 또는 계좌제 실시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요건이다. 전체적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의 기록은 유연한 근로시간 모
델이나 근로시간 계좌의 기초이며, 또한 근로시간을 질서정연하게 기
록․관리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시간법상 관련규정 준수의무이기도 하
다. 근로시간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적어도 근
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이 근로자의 이행된 연장근
로를 포괄하도록 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법 제16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 문서를 최소 2년간 보관하도
록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모든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기록을 통해 자
신의 문서작성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동시에 유연한 근로시간 모델의 틀
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즉 근로시간의
기록은 근로시간의 정산이나 임금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
질적으로 근로가 제공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기록 또는 관리되지 않는
다면, 단체협약상 및 사업상의 청구권 및 형성권은 종종 형해화된다.
2) 근로시간기록에 대한 공동결정
근로시간기록은 매일 근로시간의 개시, 종료와 관련되어 있다(대기근
로시간과 호출대기를 포함하여). 근로시간기록 시스템의 활용과 도입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대표위원회가 공동결정권을 가진다. 사업조직법 제87
조 제1항 제1호와 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위원회는 1. 사업 내의 질
서유지 및 사업 내 근로자의 행동에 관한 문제, 6. 근로자의 행동 또는 근
로제공을 감독하기 위한 기술적 시설의 도입 및 사용에 관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대표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들의 시행
전에 관여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법률상 또는 단체협약상 특정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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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시간을 기록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연
방노동법원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률상 그리고 단체협약상 규정과 서면
합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업을 조직할 의무가 있다.220)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에는 1일 8시간보다 많은 근로시간과 1주 48시
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대기근로시간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용자는 휴게의 게시 및 종료와 관련하여 휴게시간의 준수에 대하여, 휴
식시간에 대하여도 설명하여야 한다. 근로자 대표위원회는 사용자에 의
한 문서작성의무의 준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행된 주당 근로시간의
범위와 개시, 종료를 포함한 사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권과 정보권 등
에 대하여 사업조직법 제80조에 따라 감독할 임무가 있다.
한편, 오늘날 근로자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스스로 기록하게 하는 약정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단지 사용자와의 내적
관계에서 근로자의 입증의무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법 제16조
제2항은 사용자의 기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기록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 근로시간 단축 계좌(AZV-Konto : Arbeitszeitverkürzung-Konto)
근로시간 단축 계좌는 실근로시간과 단체협약상 근로시간 사이의 매일
차이가 기록되며, 적립된 근로시간 계좌에 대하여 근로시간이 면제되고
(휴무일), 적립된 8시간의 계좌가 소비된다. 단체협약상 개방된 가능성에
대한 지원으로서 12개월까지의 보상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불규칙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또한 연간 근로시간 계좌(Jahresarbeitszeitkonto)의 개념
이 나타나는 계좌들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장치의 도움으로
단체협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과 보상기간이 준수되는지에 대하여 심
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연간근로시간형태와 함께 사용자로부터 제안
된 다양한 근로시간 모델은 반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공동결정권에서 운
영되기도 한다.221)
220) BAG v. 6.5.2003–1 ABR 13/2; BAG v. 29.4.2004–1 ABR 30/02.
221)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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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택적 근로시간 계좌(Gleitzeitkonto)
선택적 근로시간(Gleitzeit)은 근로자가 그들의 1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일정한 경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선
택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핵심근로시간(Kernarbeitszeit)이 설정되고, 다른 하나는 근로시간이 확장
될 수 있는 기본근로시간이 존재한다. 근로자는 그들의 근로 개시와 종료
를 이러한 경계 내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장점과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근로시간의 개시와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시간주권을 제공하고, 선택된 근로시간은 그 때문
에 가족과 직업의 조화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사업실
무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무급부의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 개인의 구성에 대한 선택을 상대화시킬 수 있다. 즉 고객
의 압박, 증가하는 근로, 노동조직적인 압박이 자주 근로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정상적으로 정립될 수 없는 높은 선택적 근로시간 적립금
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적립금(Gleitzeitguthaben)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 채무
(Gleitzeitschulden)는 선택적 근로시간 계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근
로자의 근로시간 플러스와 마이너스 시간의 경계는 몇몇 단체협약 영역
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외의 사례에서 이러한 시간의 한계와
포괄적인 기본조건들이 사업장에서 규정되기도 한다.222) 근로자는 각각
의 단체협약이나 서면합의에 따라 정의된 시간의 범위까지 근로시간 적
립금 또는 시간채무를 적립 사용할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제공된
근로를 통해서 적립된 시간 적립금과 자유시간으로 활용된 시간채무가
각각 상쇄된다.
근로시간 계좌 정산에 있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의 구별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구별은 단체협약
상 연장근로의 개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약정한 1일 또는 1주
222)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49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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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넘었을 때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한다. 이때 연장근로는 연장근로계좌(Mehrarbeitskonto) 등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하고 이는 선택적 근로시간잔고(Gleitzeitsalden)에서 청산되
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바. 집단적 유연-계좌(Kollektives Flexi-konto, 탄력적 근로시간제)
집단적 유연-계좌(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업무증
가와 생산증감의 경우 사업에서 약정된 정규 근로시간의 연장과 단축223)
을 통해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에서 집단적인 약정을
통해서 근로시간의 형성과 해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
계좌와는 구별된다. 사업 내 서면합의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 규정들의
기초하에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사전예고를 통해 일일 근로시간의 시작
과 종료 시점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정해
진 근로시간의 상한과 하한 시간 내에서 수요변화에 따른 작업량 추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집단적 유연계좌는 불황 시 감소되는 생산물에 부합하게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해고를 방지하고, 경기 호황 시 신규 채용 없이
시간 계좌를 이용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근로시간 계좌는 기본
적으로 12개월의 보상기간(경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24개월의 보상기간
을 두기도 한다)을 통해 정산되고 보상기간 마지막에 0 상태가 되어야 한
다. 이러한 계좌는 조업단축(Kurzarbeit)의 이전에 활용될 수 있다. 예컨
대, 바덴-뷔르템베르크 개괄적 단체협약상 단체협약의 유연-계좌들에서
단체협약의 보상기간 틀에서 사업의 계좌규정들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
정의 활용의무는 단지 사업장에서 이미 존재하는 약정들을 통해서 실질
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휴업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당사
자들이 존재하는 근로시간 약정을 개정하거나 유연한 근로시간에 대한
223) 예컨대, 특정한 1달 동안은 1주 30시간을 근로하고 다음 달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함으로써 보상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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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정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224) 다만, 사업장 당사자들
은 존재하는 유연 근로시간에 대한 약정의 범위에서 휴업이 방지될 수 있
는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예컨대, 기대가능한 근
로시간 계좌의 틀에서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시간의 설치를 포함한다.225)
사. 장기 근로시간 계좌
장기 근로시간 계좌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장기간 근로로부터 면제되
는 적립계좌이다. 이는 근로자의 안식년, 재교육, 부모시간의 연장 등 육
아 및 양육, 유급 조기퇴직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장기 근로시간 계좌
는 단체협약의 원리규정들의 기초하에 사업장에서 약정될 수 있다. 평생
근로시간 계좌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된다. 장기적으로
근로자가 집단계약의 약정에 따라 근로시간 계좌를 넘어 기록된 플러스
시간액에 대한 시간보상의 차원에서 사용자에 대한 휴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몇몇 사업에서 유연 근로시간 계좌의 상한에 도달한 시간채권은
근로 제공된 시간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 근로시간 계좌로 전용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연 근로시간 계좌로부터 장기 근로시간 계좌로의
자동적인 전환은 대부분의 단체협약과 서면합의에서 제외된다. 이는 연
장근로를 촉진하는 경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226)
사회법전 제3편 제96조 제4항 제3문 제2호는 사회법전 제4편 제7c조에
서 포함하고 있는 가치적립금의 이용목적과 장기 근로시간 계좌의 틀에
서 부합한다. 예컨대, 이것은 노령연금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을 위한, 돌
봄시간을 위해, 부모시간 등에 나누어질 수 있는 근로시간 적립금일 수
있다. 이것은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단축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려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들이 그러한 활용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단체협약영역
224) Bundesagentur für Arbeit(2013), Geschäftsanweisung zu § 96 SGB III, S. 58f(http://
www.arbeitsagentur.de/zentraler-Content/E-Mail-Infos/Dokument/E-Mai-Infos/Do
kument/E-Mail-Info2013_06_24-Anlage.pdf).
225) Bundesagentur für Arbeit(2013), Geschäftsanweisung zu § 96 SGB III, S. 59.
226)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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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체협약 규정들을 기초로 하는 장기 근로시간 계좌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아. 연장근로계좌(Mehrarbeitkonto)
유연한 근로시간시스템에서는 연장근로가 있는지, 언제 있는지가 자주
불명확하다. 유연화 모델에서는 단체협약상 수당을 절약하기 위해서 연
장근로를 해소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 기업 실무에서는 자주 단기간 동
안 주당 근로시간을 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개별적인
주와 월에 대한 근로시간의 배분이 12개월의 정산기간 내에서 사전에 결
정되지 않았고, 결정된 근로시간의 단기간 변경을 허용한 서면합의가 체
결되었다면, 변경 시 고지기간이 함께 약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지
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
장근로 규정이 사업장 근로시간 약정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다면, 연장
근로는 동의의무가 있고 수당지급의무가 보장된다.
한편, 연장근로시간은 보상휴일로 보상되기 위해서 연장근로계좌에 기
록될 수 있다. 연장근로계좌로부터 시간적립금이 예컨대, 휴일로 해소된
다면 시간적립금은 이에 상응하여 감소한다. 연장근로와 선택적 근로시
간 계좌 등과 같은 다른 계좌종류의 적립금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
요하다.
자. 정립된 계좌의 정산 : 보상휴일
소정근로시간이 개인적인 실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 주단위 근로시간
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사업이용시간이 40시간이고, 개인적인 근로
시간이 35시간일 경우 5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 개괄 단체협
약에서 보상휴일규정(Freie-Tage-Regelung)이 약정된다. 보상휴일규정
의 실무적인 운용은 개별 사업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실무에서는
이를 위해 적립원칙(Ansparprinzip)이나 결정원칙(Setzungsprinzip)이 활
용되고 부분적으로 이를 조합하여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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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립원칙상 보상휴일
적립원칙은 매일 적립된 연장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단축 계좌에 적
립한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또는 약정된 휴무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적립된 시간들은 계좌로부터 소비된다. 예컨대,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고 개인적으로 1주 단위 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1주 5시
간 동안 단체협약에서 약정한 시간보다 근로하게 된다. 근로자는 1일당
1시간의 근로시간 또는 1주 5시간을 적립하게 되고, 이 경우 근로자는 8
일 동안 적립된 근로시간으로부터 발생한 휴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적립된 근로시간은 사업장의 분리된 근로시간 계좌에 예약되어
야 하고 모든 시간이 근로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의 기본적
인 원리는 사업장 이용시간이 4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상응하는
휴일 청구를 통해서 서독지역의 1주 평균 35시간과 동독지역 1주 평균 38
시간의 결과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보상휴일-모델의 경우에는 12개월의
평균에서 1주 35시간 또는 38시간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계좌는 개인적인 선택적 근로시간 계좌 또는 집단
적인 유연계좌와 같이 다른 계좌와 병행적으로 운영된다. 몇몇 사업장에
서는 전체적인 근로시간 계좌를 두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
축계좌 이외에 예컨대, 선택적 근로시간 계좌, 집단적 유연계좌 또는 장
기 근로시간 계좌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2) 결정원칙상 보상휴일
결정원칙의 경우 사전에 1년 단위로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보상휴일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사전에 결정한다. 결정원칙은 대부분 달력상 1년 단위
에서 연초 보상휴일의 수와 배치를 약정하거나 결정한다. 주로 교대제근로시스템에서 활용된다. 거의 모든 개괄 단체협약에서 휴일교대의 산
정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개방하고 있다. 그 결과 개별적인 단체협약영역
과 사업장에서 다양한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1년 52주에서
6주는 휴가로 제외되고 그 결과 46주가 근로주간이 된다. 1주 단위로 사
업이용시간과 개인적인 근로시간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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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 46×[40(실근로시간)-35(소정근로시간)]/[40(실근로시간)×0.2]

= 28.75(29)(1년 단위 휴일의 수)

3교대 사업장에서 3×8시간을 조직하기 위해서 서독지역의 주로 각각의
교대에서 근로시간으로 7.5시간과 휴게시간을 0.5시간으로 하는 모델을
활용한다. 이 모델을 따를 경우, 근로시간은 5×7.5시간=37.5(사업이용시
간)가 되며, 이 모델은 14일(계산식으로 14.38일)의 휴일로 보상된다.
3) 보상휴일에 대한 금전보상
서독지역에서 1주 35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광범위하게 발전하
였을 때 다수의 분쟁 사례들에서 보상휴일에 대한 금전보상으로 다루어
졌다. 이러한 분쟁들은 특히 영업영역에서 시간당임금으로 지불되었던
것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휴일에 대한 금전보상의 당시 법적인
갈등은 오늘날 월급제와 임금기본단체협약(Entgeltrahmentarifverträge)
의 도입을 통해서 완화되었다. 휴무일이 추산이 되면 이러한 날에 대한
월급여가 지불된다. 이러한 규정은 완전하게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고용에서 시간급 또는 1교대 근로방식에서의 변하지 않는 보수로 단순하
게 작동될 수 있다. 가변적인 임금구성부분들이 시간에 따라 가변적인 임
금부분 또는 가변적인 급부관련 임금구성항목으로 지불되었다면, 특별한
규정들이 나타난다. 휴일에 대한 금전지급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양
한 임금구성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다.
4) 보상휴일 관련 그 밖의 문제
결정원칙하에서 그 해 휴일이 사전에 결정된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보
상휴일에 근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 대표위원회의 동의가
강행적으로 필요한 연장근로의 규정 틀에서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원칙
적으로 정해진 휴일 동안 8시간의 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로서 이에
상응하는 수당이 보상되어야 한다. 적립원칙의 경우에는 휴일의 연장근
로의 상황이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강행적으로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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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간의 끝에 계좌가 0으로 설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의 규정들은 근로시간 계좌가 12개월의 관련기간 동안 보상되
고 그러한 상태는 플러스/마이너스 0 상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은 실무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자주 보상기간의 끝에 근로시간
계좌에 잔액이 발생하는데 몇몇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
되어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4개월 내 추가적인 휴일을 통해서 계좌상태
가 제로가 되도록 근로자 대표위원회의 공동결정하에 마무리된다.

제5절 휴게, 휴식, 휴일

독일 근로시간법은 근로시간 개시로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시간으로 6시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근로시간법 제4조 제3문에서
근로자는 휴게 없이 6시간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연속된 근로시간 6시간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은 근로시간법에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
해 1일 근로시간과 다음 근로일의 근로시간 사이 반드시 근로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종료 이후 최소 11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편, 독일 근로시간법 제9조에서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Sonn- und Feritagsruhe)’ 0시부터 24시까지 근로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1. 휴게(Ruhepausen)
가. 휴게의 개념
근로시간법 제4조에서 휴게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게의 개념정의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휴게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용례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어딘가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등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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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회복을 위해 짧은 동안 ‘근로의 중단’을 의미한다. 근로시간법에서
휴게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의 근
로시간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227)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시간을 어디
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228) 휴게장소는 사업장
내외는 상관없으나(근로자가 휴게 동안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도
있다), 사업단위에서는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1호229)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게 동안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 휴게의 결정
적인 표지는 근로자가 모든 급부의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이다.
휴게시간 보장의 목적은 근로자의 짧은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
는 노동력 약화 방지와 산재예방에 있다.
근로의 중단은 완전근로의 이행 중단뿐만 아니라 근로의무의 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근로대기와 대기근로도 포함된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는 근로대기나 대기근로도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의 중단을
의미하므로 근로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호출대기의 경우에는 휴게시
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호출대기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230)
나. 휴게시간의 시점과 길이
제4조에 따르면, 6시간 초과 9시간 미만 근로시간의 경우 최소 30분 이
상의 미리 정해진 휴게시간, 9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4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1문에 따른 휴게시간은 최소
15분 이상의 휴게로 나누어 부여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휴게 없이 6
227)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4 Rn. 9.
228) BAG v. 29.10.2002- 1 AZR 603/1, DB 2003, 2014.
229) § 87 Mitbestimmungsrechte (1) Der Betriebsrat hat, soweit eine gesetzliche
oder tarifliche Regelung nicht besteht, in folgenden Angelegenheiten
mitzubestimmen: 1. Fragen der Ordnung des Betriebs und des Verhaltens der
Arbeitnehmer im Betrieb.
230) Wank, in: Dieterich/Hanau/Schaub/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4 ArbZG Rn. 1; a.A.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4 R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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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근로시간이 6:00시
에 개시되었다면, 첫 번째 휴게는 늦어도 12:00시에 시작되어야 하며 적
어도 15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최소
시간(6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제3문은 입법과정 마지막에 추가되었고 노
동 및 사회질서 11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졌다.231) 휴게부여를 위한 최소
시간은 EU 근로시간 지침(RL 2003/88/EG) 제4조와 동일하다.
휴게시간은 사전에 정해져야(im vorauss feststehende) 하는데, 적어도
근로일 근로시간의 개시 시에 휴게시간의 길이와 시점이 정해지고 근로
자에게 고지되었다면 휴게시간은 사전에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
시간법상 휴게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다.232)
다. 휴게시간에 대한 개방
근로시간법에서는 단체협약의 개방조항들을 좁은 범위의 영역에서 가
능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사업 및 운송사업에서 15분 미만의 적정 휴게시
간을 결정(제7조 제1항 제2호)할 수 있도록, 병원, 기타의 치료․요양․간
병기관에서 업무의 특성 및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조정(제7
조 제2항 제3호)할 수 있도록,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단체, 기관 및 재단, 그리고 공공서비스분야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이와 상당부분 내용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은 사용자의 경우 그
기관업무의 특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단체협약은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휴게규정을 둘 수 있고,
휴게시간의 배치는 공동결정의무사항이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위원회
231) BT-Drs. 12/6990, v. 8.3.1994, S. 9.
232) 연방참사원은 입법과정에서 특별한 부담이 있는 근로에 대하여 각 근로시간마
다 추가적인 5분의 근로중단 시간을 요구하였으나(BT-Drs. 12/5888, S.38), 연
방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거부하였다. 즉 이러한 종류의 근로중단은 실무상 필
요를 고려하여 단체협약 당사자나 사업장 내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해결되어
야 하고, 그 밖에도 근로시간법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배려의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근로시간법의 휴게시간보다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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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서면합의에서 규정된다.
사업장 실무에서는 다양한 규정이 있는데, 몇몇 영역에서는 30분의 임
금지급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이 약정되며, 다른 영역에서는 15분의 아침
휴게와 30분의 점심시간이 약정되기도 한다. 1일 체류시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따르게 되는 모델은 8시간 근로에서 0.5시간 휴게시간으로 하
거나 또는 7.5시간 근로에서 0.5시간 휴게시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다. 이러한 경우 1일 체류시간은 8.5시간 또는 8시간이다.233)
라.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보상
휴게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
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234) 그러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예외규정은 허
용되기 때문에 집단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통해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23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한다.236) 다만 이론적으로 근로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의 이유로 손
해배상 청구는 고려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근로시간법 제4조는 민법 제
823조 의미에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
다.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필요성
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237)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또는 노동력이 훼손되었다면 손
해배상청구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238)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시간보다 길게 근로하였다면, 이것
은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233)
234)
235)
236)
237)
238)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20.
BAG v. 16.12.2009-5 AZR 157/09, NZA 2010, 505.
BAG v. 13.10.2009-9 AZR 139/08, AP Nr. 4 zu § 12 ArbZG.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4 Rn. 27.
BAG v. 28.9.1972–5 AZR 198/72, AP Nr. 9 zu § 12 AZO.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4 Rn.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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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시간(Ruhezeit)
가. 휴식시간의 개념 및 취지
근로시간법에서는 휴식시간의 길이와 보장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엇
이 휴식시간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239) 휴식시간이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의 종료와 다음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 사이의 시간기간을 말한다. 즉 해당 근로자의 두
개의 근로시간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의미한다.240) 이는 1일 근로시간 내
에 근로 중단을 의미하는 휴게시간과 구별된다. 휴식시간의 전제는 실질
적으로 근로자가 휴식시간 동안 근로시간으로서 개시에 대한 요구가 없
어야 한다. 이때 휴식시간은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
로가 없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휴식시간 동안 근로자는 경업
금지, 고지의무, 부작위의무 등의 부수의무하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이동
시간들도 휴식시간에 속한다.
근로시간법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구별하는데, 근로시간의 종료 이
후에 휴식시간이 시작되고, 근로시간의 종료는 휴식시간의 시작을 의미
한다. 근로자의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어 더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없을 경우, 연방노동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241)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는 견해가 있다.242) 이 견해에 따르면, 제5조의 휴식시간 동안은 근로보
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휴식시간이 더 이상 부여될 수 없다면,
이를 위해 금전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39)
240)
241)
242)

BT-Drs. 12/5888, S. 24.
BAG v. 22.7.2010–6 AZR 87/09, NZA 2010, 1194.
BAG 16.5.1957 AP AZO §12. Nr. 1.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5 R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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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식시간의 개시 및 길이
휴식시간은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보장되어야 한다.
해당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근로시간법 제3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며 역상일의 근로시간이 아니다. 근로시간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휴식시간은 1일 근로시간의 종료에 따라 11시
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때 1일의 근로일에 복수의 근로시간
대가 나누어진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1일의 마지막 근로시간대에 개별
근로일이 종료되는 것이고 11시간의 필수적인 최소휴식시간은 다음 근로
일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동시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여야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의 근로시간은 마지막
작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예컨대, 근로자가 먼저 8:00시부터
14:00시까지 근로하고 계속해서 다른 근로관계에서 15:00시에서 20:00시
까지 근로하였다면, 자신의 1일 근로시간은 20:00시에 종료된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휴식시간은 마지막 근로시간대가 경과한 20:00시부터 시
작된다.243) 근로시간법에서 1일 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 11시간
의 최소휴식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휴식시간의 중단
최소휴식시간은 기본적으로 11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하고 중단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식시간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은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 즉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회복의 가능성과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하
기 위해 주어진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244)
최소휴식시간이 완전근로나 근로대기 등 근로제공을 통해서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 전에 중단되었다면, 근로자에게는 중단에 연계해서 새로이
243)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5. Rn. 9.
244) BAG v. 13.2.1992–6 AZR 638/89, NZA 1992,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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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의 중단 없는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245) 이것이 의도되었는
지 또는 갑자기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간에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각 중단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근로
자가 호출대기 동안에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휴식시간의 중
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는 근
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이며 휴식시간이 아니다.
최소휴식시간이 각각 중단되는 경우 적어도 11시간의 새로운 휴식시
간이 강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
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력을 보존하는 등의 최
소휴식시간 보장의 입법목적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즉 휴식시간의
경미한 중단의 경우나 근로자에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중단의 경우에
는 이러한 최소휴식시간의 회복목적이 침해되지 않는다. 예컨대, 근로자
가 사용자에게 전화로 짧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
목적에 비추어 새로운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 보장이 요구되지 않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휴식시간 중단의 전후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246)
최소휴식시간의 중단이 근로시간법 제5조에 따른 새로운 최소휴식시간
의 시작으로 들어갈 경우, 이로 인해 근로자가 다음 정규 근로를 적시에
수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지 않은 근로는 기
본적으로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민법 제323조 제1항에 따
라 보수청구를 주장할 수 없는 기대불가능성으로 다루어진다. 그 때문에
근로자는 집단계약이나 또는 개별계약으로 예외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
지 않는 한, 제공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한 지불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문제가 되는 주 또는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계약상 근
로시간에 취업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전제된다.247)
사용자가 휴식시간 동안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245) Wank, in: Dieterich/Hanau/Schaub/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5 ArbZG, Rn. 4.
246)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5. Rn. 14.
247) BAG v.5.7.1976–5 AZR 264/75, AP Nr. 10 zu § 12 AZO mit Anm. v. Schlü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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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248) 그러나 근로시간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것
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나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임시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시간법 제5조 제
1항과는 달리 근로자의 취업이 근로시간법상에 11시간의 휴식시간 개시
전에 허용된다. 다만, 제14조의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다시 11
시간의 중단 없는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 호출대기와 휴식시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한, 호출대기의 시간들은
근로시간법에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식시간으로 본다.249)
호출대기 동안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사소하였다면, 이는 휴식시간으
로서 편입되며, 이때 호출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
다.250)
근로시간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상응하는 시간
보상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호출대기에 있어 휴식시간을 그
업무의 특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호출
대기 중의 호출에 의한 휴식시간의 단축을 다른 시간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호출대기는 휴식시간이며 근로 요구가 있을 시 휴식시간은 중
단된다(요구된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호출대기로 휴식시간이 중단된 경
우, 근로자에게 다시 필수적인 11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근
로자는 자신의 다음 업무에 적시에 투입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들은 근로 요구에 따른 휴식
시간의 단축은 다른 시간으로 보상할 수 있다.251)

248) LAG Bremen v. 12.6.1963–1 Sa 114/62, AP Nr. 1 zu § 611 BGB Hafenarbeiter.
249) Wank, in: Dieterich/Hanau/Schaub/Müller-Glöge(2014), Kommentar zum
Arbeitsrecht, § 5 ArbZG Rn. 3.
250)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5. Rn. 8.
251)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5.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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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휴식시간의 예외 : 최소휴식시간의 단축
근로시간법은 휴식시간과 관련해서 업종과 직무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
고 있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병원, 기타의 치료․요양․간병기관252),
여관 및 기타의 숙박업소253), 운수업, 방송사업, 농업 및 동물사육의 경
우254) 휴식시간의 단축이 1개월 또는 4주 이내에 다른 날 최소 12시간 휴
식시간 보장에 의해 보상된다면, 휴식시간이 최대 1시간 단축될 수 있다.
이때 1시간은 1분부터 60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리고 이러
252) 병원 및 다른 치료․요양․간병기관의 경우에 휴식시간의 단축이 허용된다. 병
원은 병원재정법(Kranenhausfinanzierungsgesetz) 제2조와 관련하여 의학적이
고 질병을 돌볼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이러한 병원의 개념은 독일 사회법전 제
5편 107조의 규정보다 넓다. 이때 병원의 개념은 병원과 돌봄 그리고 재활기관
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구체화와 사회법전에서의 병원개념의 제한을
고려하였던 사회보험법상의 특수성들은 노동법에서 고려될 수 없기 때문에 넓
은 의미의 병원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Neumann/
Biebl/Denecke(2012), Arbeitszeitgesetz, 16. Aufl., § 5. Rn. 7; aA Anzinger/
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5 Rn. 35). 또한 양로원, 영아원, 고
아원, 구호기관, 복지기관, 학대받는 여성 보호기관, 노숙자 보호기관 등에 설치되
어 있는 입원 및 응급시설, ‘기타 사람을 치료, 간호, 보호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05).
253) 여관 및 기타의 숙박시설로는 레스토랑, 분식점, 사내 식당, 카페, 바 등과 같은
각종 요식업소, 호텔, 펜션, 유스호스텔, 기숙사, 요양소 등과 같은 각종 숙박업
소 등이 널리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최소휴식시간 단축이 허용된다. 즉 고객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방근로자나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최소휴식시
간을 단축할 수 있다(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
환․배규식(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05).
254) 운수업과 관련해서는 화물운송 및 여객수송 또는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공
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방송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사업 등을 말한다. 농업 및 동물사육과
관련해서 농업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법상 농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동식물을 통해 식물성 또는 동물성 산출
물을 생산하는 경우로 해석된다. 또한 동물사육은 농업적인 사육시설을 갖추고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이외의 동물사육을 의미한다(박제성․강성태․김홍영․
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
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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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휴식시간의 단축은 1개월 또는 4주 단위의 보상기간 내에 적어도 12시
간 이상 연장하여 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 따르면, 휴식시간은
다른 휴식시간의 동일한 연장을 통해서 보상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
니다. 즉 각 휴식시간의 단축이 ‘불과 수분(Minuten)’에 불과하더라도 다
른 휴식시간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연장되어야 한다. 근로시간법에서는 휴
식시간의 보상기간의 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보상기간이
휴식시간 단축 이후에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5조 제3항은 호출대기와 관련하여 휴식시간의 단축을 허용하고 있
다. 즉 병원, 기타의 치료․요양․간병기관의 경우에는 휴식시간의 절반
을 넘지 않는 호출대기 중의 호출에 의한 휴식시간의 단축이 허용되고,
이는 다른 날에 보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축가능성은 법문에
따르면, 병원 및 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적 적용범위는 해당 병
원이나 기관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5조 제1항과는 달리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일의 특성상 휴식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정해진 보상기간 내
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일요일․법정휴일
가. 토요일 근로(Samstagarbeit)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서독지역에서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은 40시
간으로 단축되었고, 이는 토요일을 근로 면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토요일 근로(Samstagarbeit)의 도입은 근
로시간법 제8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위원회의 완전한 공동
결정에 따른다. 즉 근로자 대표위원회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서 토요일 근
로는 도입될 수 없다. 금속산업과 전기산업의 모든 개괄적 단체협약에서
토요일 근로는 원칙-예외-원칙(Regel-Ausnahme-Prinzip)에 따른다. 일
반적으로 1주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분되어야 하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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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 토요일 근로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의 영역에
서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제한되고 주말에는 자유로이 머
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255)
토요일은 법상 일반적으로 근로일이고 토요일 근로는 단지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한되는 반면, 일요일은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호된다. 이것은 사
용자가 다수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
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일요일․법정휴일의 보장원칙
근로시간법의 일요일 및 법정휴일에 대한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제9조
에서 일요일․법정휴일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제10조에서는 허용되는 16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 제1항,
제2항에서 연방 또는 주 법규명령자가 특정한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와는 다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일요일 및 법정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단체협약 당사자
들의 약정을 통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요일근로의 법적 금지를 이유로 단체협약에서는 일요일근로의 형성
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단체협약들은 분명하게
일요일 및 법정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규정들을 둠으로써 제한하고 있다.
일요일 휴식은 법적으로 보호되는데, 특히 독일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
다. 바이마르 제국헌법의 몇몇 규정들이 독일 기본법 제140조에서 준용되
는바, 독일기본법 제140조에 따르면, 1919년 8월 11일 독일헌법의 제136
조부터의 규정들이 독일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19
년 9월 11일 독일 바이마르 제국헌법 제139조에 따르면, “일요일과 국가
적으로 인정된 법정휴일에는 근로휴식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된다.” 일요
일 휴식의 기본법상 원칙은 근로시간법 제9조에서 기본적으로 계수하였
다. 일요일 및 법정휴일휴식은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정책적인 요청에 근
거를 두고 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인 전통이 개입된 것이며, 사회정
255)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3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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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으로는 산업화시기에 일요일 휴식이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256)
근로시간법 제9조 제2항과 제3항은 일요일 및 법정휴일의 개시 시점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 0시부터 24시
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기적인 주․야간의 교대제 근무
가 시행되는 사업에서 휴일 개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사업이 중단된다
면,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시작 또는 종료시점을 최대 6시간까지 앞당
기거나 늦출 수 있다. 운전기사 및 그 동승자에 대해서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의 시작시점을 최대 2시간까지 앞당길 수 있다.” 한편, 일요일 및 법
정휴일근로와 관련하여 법률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 시스템
에서 근로를 조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 법률상 일요일 및 법정휴일의 예외
근로시간법 제10조에서 다수의 예외규정(16개의 예외)257)들을 자세하
256)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Vor §§ 9-13 Rn. 4.
257) (1) 업무가 평일에 행해질 수 없는 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9조에
정해진 바와는 달리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 1. 긴급구
조업무 및 소방업무, 2.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기능유
지 및 국방을 위한 업무, 3. 병원, 기타의 치료․요양․간병기관 내 업무, 4. 여관
및 기타의 숙박업소 및 가사업무, 5. 연주회, 연극, 영화, 전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 6. 교회, 종교단체, 협회, 정당 기타 유사한 단체의 비영리적인 행사, 7. 스
포츠, 여가 또는 놀이시설, 관광사업 및 박물관 또는 학술목적의 열람식도서관,
8. 배달 또는 전달을 포함한 방송사업, 신문․스포츠신문, 통신사 및 사건보도를
위한 기타 출판물을 위한 활동, 사건사고소식 및 영상에 대한 글, 영상 및 인쇄
물형태의 제작활동, 사건사고소식의 영상 또는 음향취재 및 월요일 또는 법정휴
일 다음 날 출간되는 출판물의 운송 및 중개업무, 9.「영업법」제4장의 박람회,
전시회 및 시장, 민속축제, 10. 운송사업 및 「육상운송법」제30조 제3항 제2문
상의 변질우려가 높은 상품의 운송 및 중개업무, 11. 전력공급사업 및 수도공급
사업, 오물 및 오수처리사업, 12. 농업, 동물사육 및 동물의 치료를 위한 시설,
13. 경비업 및 사업설비의 경비, 14. 자기 또는 타인 사업의 휴일 이후의 사업재
개에 필요한 사업시설의 청소 및 유지, 평일에 사업을 온전히 재개하기 위한 준
비작업, 정보네트워크 및 전산시스템의 기능유지업무, 15. 천연생산물 또는 원료
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이거나 또는 작업결과 내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
구 작업의 실패를 막기 위한 경우, 16. 생산시설의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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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긴급업무와 구조업무, 소방업무, 공공의 안전업
무, 병원에서의 업무, 여관 및 기타숙박업무, 연주회․연극 등 이와 유사
한 공연 업무, 스포츠 및 여가시설, 방송, 박람회 업무 등에 있어서 업무
가 평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와는 달리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
금속산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제14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기 또
는 타인의 휴일 이후 사업재개에 필요한 사업시설의 청소와 유지, 평일에
사업을 온전히 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 정보네트워크 및 전산시스템의
기능유지업무”에 있어서 예외가 인정된다. 근로시간법 제9조 제2항에 따
르면, 제14호에 의해 생산중단 기간 중 허용되는 업무에 생산중단이 없을
경우 투입될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제9조
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 생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생산시설의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 활용된다.
한편, 제10조 제3항은 일요일․법정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제과점에서
최대 3시간까지 제과의 생산, 제품의 운반 및 판매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요일․법정휴일근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해당 업
무가 평일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유럽 회원국 내의 모든 국가의 법정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평일인 법정휴일에 긴급 또는 대규모의 지급거래
또는 금전, 외환,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거래의 실행을 위한 근로의 제공
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같은 조 제4항).
라. 단체협약 등에 의한 일요일․법정휴일의 예외
근로시간법 제12조에서 일요일․법정휴일, 일요일․법정휴일근로의 예
외 및 보상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제12조에 따르면, 1. 제11조 제1항258)의 정함과 달리, 제10조 제1항 제
방하기 위한 경우.
258) 1년 중 최소 15번의 일요일에는 근로제공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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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제3호, 제4호 및 제10호의 시설의 경우에, 근로제공이 없는 일요일의
수를 1년 중 최소 10일, 방송사업, 연극, 오케스트라 및 전시의 경우에 최
소 8일, 영화관 및 동물사육의 경우에 최소 6일로 단축하는 것, 2. 제11조
제3항259)의 정함과는 달리, 평일에 해당하는 법정휴일의 근로에 대해 대
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거나 대체휴가부여의 기간을 이와
달리 정하는 것, 3.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함과는 달리, 선박운항
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 법에 따른 공휴일을 연속하여 부여하는 것, 4.
제11조 제2항260)의 정함과는 다르게, 연속적 교대제 근무사업에 있어 근
로제공이 없는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추가적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에,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근로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이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시간
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6항이 적용된다.
마. 법규명령, 감독관청의 명령 및 승인에 의한 일요일․법정휴일의 예외
근로시간법 제13조에서 일요일․법정휴일 보장, 보상 등에 관한 예외
를 인정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의 법규명령, 감독관청의 승인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근로자 및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보호를 고
려하여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1. 제10조에 따른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에의 근로의 분야 및 허용되는 업무를 상세히 정하는 것, 2. 제10조
이외에 a)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일상적 또는
당일 특별히 나타난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경우, b)
근로가 행해질 사업에 대해 근로의 중단 또는 유예가 aa) 기술상의 이유

259)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포
함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평일에 해당
하는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포함
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
260)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에 대하여는 제3조 내지 제8조가 준용되고, 그렇
지만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에 의해 제3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21조
a의 4항에 규정된 최대근로시간 및 기간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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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가능하지 않거나, bb)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해 특별한
위험을 가져올 것이거나, cc) 환경 또는 에너지공급 또는 수도공급에 과
중한 부담을 초래할 것인 경우, c) 공익상, 특히 고용의 확보를 위한 경우
에, 제9조의 예외를 허용하고 근로자 및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것 등을 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제1항 제2호a)에 대한 법규명령을
발하지 않는 한, 연방주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연방주정부는 법규명령으로 이 권한을 연방주의 최상급 행정관청
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감독행정관청(Aufsichtsbehörde)은, 1. 근로
의 제공이 제10조에 의해 허용되는 것인지의 확인, 2. 제9조에 규정된 바
와 달리, a) 소매업에 있어 1년 중 최대 10일 특별한 상황에 의한 거래의
증가로 인한 경우에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제공을 승인, b) 특
별한 상황에 의한 과도한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1년 중 최대
5일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제공을 승인, c) 법률에 규정된 회계
조사의 실시를 위해 1년 중 한 번 일요일에 근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하
고, 예배(미사)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제공의 시간대에 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감독행정관청이 화학적, 생물학적, 기술적 또는
물리학적 사유에 의해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도 계속적인 진행이 요구
되는 업무의 경우 제9조의 규정과는 달리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
로자의 근로제공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외국의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위해 일요
일․법정휴일의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즉 해당 기업이 법률상 허용되는
주당 사업운영시간을 거의 완전히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소재하는 기
업의 운영시간이 국내 기업의 경우보다 장시간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있고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근로의 승인
에 의해 고용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감독행정관청은 제9조의 규정된 바
와는 달리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승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법률상 허용되는 주당 사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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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시간(Betriebszeit)을 거의 완전히 활용하고 있으며,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의 운영시간이 국내 기업의 경우보다 장시간인 경우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있고,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근로의 승인
에 의해 고용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 감독행정관청은 제9조에서 규정된
바와는 달리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제공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예외의 허용을 활용하기 원한다면, 사용
자는 근로자 대표위원회와 영업감독당국(Gewerbeaufsichtsamt)에 이 규
정에 따라 일요일근로와 법정휴일근로의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을 갖추었
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동 조항에 따라, △해당 기업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근
로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예컨대, 토요일의 편입, 야간근로의 가
능성), 일요일근로와 법정휴일근로 없이 기업운영시간을 확장할 수 있는
지, △외국에서 보다 긴 기업운영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사업의 경쟁
력이 기대불가능하게 침해되는지, △고용이 일요일근로와 법정휴일근로
를 통해 보장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것은 교량이 아니라 일요일
근로와 법정휴일근로의 도입을 승인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일요일근로와 휴일근로의 신청은 거부된다.261) 그러나 감독당
국이 사용자의 일요일근로 신청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요일
근로를 도입하기 전에 사업조직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 대
표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감독당국의 결정이 사업조직법을 배제
하지는 못한다.
바. 타 법률에 의한 일요일․법정휴일 관련 예외
연소근로자나 모성에 대한 일요일․법정휴일은 개별법(연소근로자보
호법, 모성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소근로자보호법 제17
조 제1항에서 청소년은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
고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항에서 청소년의 근로제공이 허용되는 예외로
서, 1. 의료기관, 양로원, 요양원 및 보육원, 2. 농업 및 동물사육에 일요일
261) Meine/Ohl/Wagner(2014), Handbuch Arbeitszeit, Bund-Verlag, S.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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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휴일에도 본성상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업무, 3. 청소년이 거주
하는 가정 내 가사업무, 4. 전시업, 5. 음악연주, 연극상영 및 기타 공연,
생방송(라디오 및 텔레비전), 6. 스포츠, 7. 긴급 의료서비스, 8. 음식점업
을 인정하고 있다.262) 제18조에서는 법정휴일의 근로제공을 금지하고 있
다. 즉 12월 24일과 31일 14시 이후 또는 법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되며, 12월 25일, 1월 1일, 부활절 및 5월 1일에도 허용되지 않
는다.
또한 모성보호법에서는 모성의 일요일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즉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일요일 근
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폐점시간법(Ladenschlussgesetz)에
서는 특정한 조건하에 일요일 및 법정휴일근로가 허용된다.
사. 일요일․법정휴일근로의 보상
일요일․법정휴일근로는 대체휴일로 보상되기도 하고 가산수당으로
보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시간법은 기본적으로 대체휴일에 의한 보
상을 규정하고 있다. 금전보상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법 제11조에서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규정
하고 있다. 즉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휴일근로를 실
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위한 보호조치와 보상조치를 제11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것이다. 제11조에 따르면, 1년 중 최소 15번의 일요일에는 근로
제공이 없어야 한다(제1항). 근로자의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근로는 제3조
부터 제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에의 근로에
의해 제3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21조a의 제4항에 규정된 최대근로시간
262) 그러나 두 번의 일요일 중 한 번, 최소 한 달에 두 번의 일요일에는 근로제공이
없어야 한다. 제3항에서는 청소년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주에 수업
이 없는 근로일에 대해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 5일 근무(제15조)가
보장되어야 한다. 1주일에 하루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그
날 수업이 없는 경우, 사업이 쉬는 날에 대하여도 근로면제가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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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간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항). 또한 근로자가 일요일에 근로
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평일인 법정휴일에 근로
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일을 포함한 날로부터 8주 이내에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제3조). 기술상 또는 노동조직상의 이유에
반하지 않는 한, 제9조의 일요일․법정휴일 또는 제3항의 대체휴일은 제5
조에 따른 휴식시간에 연이어서 부여되어야 한다(제5항).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본임
금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연방노동법
원은 사용자가 해당 시간만큼의 근로시간 면제(arbeitsfrei) 또는 추가임
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임금 지급의 경우는 25% 정도가 적정한
할증률이라고 한 바 있다.263)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소득세법(EStG) 제3b조 제2항에 따라 정기적인 근로시간에 기초한 임금
지급기간에 대한 기본임금(Grundlohn)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b조 제1항
에 따르면, 일요일근로․법정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기본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추가수당은, 기본임금의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
는 50%, 12월 31일 14시부터 그리고 법정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5%, 12
월 24일 14시부터, 12월 25일, 12월 26일, 5월 1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
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금속산업과 전기산업의 개괄 단체협약은 일요일근로와 법정휴일
근로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다양한 추가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일요일근
로에 대해서는 지역의 개괄적 단체협약에 따라 50%에서 70% 사이에 변
경할 수 있으며, 법정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100%에서 150% 사이에
변경할 수 있다.
아. 토요일 및 일요일근로 실태
주말근로는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있어서 역시 예외적이
263) BAG v.1.2.2006–5 AZR 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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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전형적인 근로이다. 최근 독일에서도 주중근로뿐만 아니라 주말근
로도 여전히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토요일근로의
비중은 1994년 21%에서 2014년 26%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일요일에 근
로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10%에서 1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영
업장의 개점시간 자유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5-4] 취업자의 토요일 및 일요일근로 현황(2014년 기준)

자료 : Ergebnis der Arbeitskräfteerhebung(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표 5-11> 2014년 기준 주말근로 현황(자영업자와 근로자 비교)
피용자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

근로자(%)

토요일

52.9

23.7

일요일

24.3

13.1

토요일과 일요일

23.5

12.3

자료 : Ergebnis der Arbeitskräfteerhebung(Statistisches Bundesamt, Wiesbad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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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말근로(주말에 지속적 또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는 자영업자의 경우 약 53%가 토요일에 근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근로
자의 비중은 약 24%로 나타났다. 일요일근로의 경우에는 비중은 낮은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24.3%, 근로자의 경우는 13.1%가 근로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토요일와 일요일에 근로한 비중은 자영업자의 경우 23.5%,
근로자의 경우는 12.3%로 나타났다.

제6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예외

1.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하는 서면합의에 의한 예외
강행법률인 근로시간법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집단계약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
다. 이러한 허용은 근로자 건강에 있어 주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야
나 사업의 구체적인 필요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264) 근로시간법
의 예외 허용 시 근로자의 건강보호 취지는 조항 곳곳에 나타나 있다. 즉
업종에 따른 예외 허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가 이에
상응하는 시간의 보상에 의해 보장될 것’, ‘특별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
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보된 경우’, ‘근로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법 제7조 제8항에서는 개별 업
종, 근로제공의 내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허용하더라도 연장된 근로시
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근로시간은 12개
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청
의 승인에 의한 허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1일 근로시

264)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7 R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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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2시간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종료 직후 바로 최
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가. 근로의 내용(근로대기, 대기근로)에 따른 예외 허용
근로시간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법정기준근로시간 규정인 제3조와는 달
리 ‘근로시간이 일반적 또는 주로(상당 부분)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로
이루어지는 경우 10시간을 초과하는 1일 근로시간의 연장’을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
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야간근로자의 1일 연장근
로시간에 있어서 근로시간이 일반적 또는 주로(상당부분)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로 이루어지는 경우 10시간을 초과하는 1일 근로시간의 연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
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업종에 따른 예외 허용
근로시간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가 이에 상
응하는 시간의 보상에 의해 보장될 것을 요건’으로, 농업분야에서 법정기
준근로시간, 야간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의 규정을 경작준비기간 또
는 수확기간 및 기상의 영향으로 인한 기간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다. 또한 병원, 기타의 치료․요양․간병기관에서 법정기준근로
시간, 야간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의 규정을 업무의 특성 및 환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법상의 단체, 기관 및 재단 그리고 공
공서비스분야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이와 상당부분 내용이 동일
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야간근로
자의 법정근로시간을 그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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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일 근로시간의 보상 없이 8시간 이상으로 연장 허용
근로시간법 제7조 제2a항은 “근로시간이 일반적 또는 주로(상당 부분)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에 해당”하고, “특별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보된 경우”,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
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법정기준근로시간,
야간근로자의 법정기준근로시간 규정과는 달리 1일 근로시간을 보상 없
이 8시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3년 12월 24일의 노동시장 개혁법을 통해서 도입되었는
데, 이는 입법자가 단체협약당사자와 단체협약의 허용하에 사업당사자의
광범위한 유연화 가능성을 보장한 것이다. 동 조항은 독일 입법자가 EU
지침(RL 2003/88/EG)을 계수한 것으로, 연방노동법원은 동 조항은 헌법
에 반하지 않으며 유럽연합법이 우선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본 원리에 반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65)
동 조항은 시간보상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
은 단축될 수 있다. 동 조항과 관련된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지속
적으로 48시간의 상한을 넘는 근로시간 모델이 허용되는 것이다.266) 이러
한 허용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사업 내
서면합의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 내 서면합의로는 불가능하
다.267)
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한 예외 허용
사용자가 앞서 언급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
265) 연방노동법원은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자가 EU 지침 제22조에 따라 근로
자의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조치를 단체협약 당사자들에 의한 인접한 계획 없이
전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열어 놓았다(BAG v. 23.6.2010–10
AZR 543/09, NZA 2010, 1081).
266)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7 Rn. 110.
267)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7 Rn.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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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 대표나 공무원 대표가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
자가 서면합의로 법률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서
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 동
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그 동의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마. 교회 및 공법상의 종교단체의 예외 허용
교회 및 공법상의 종교단체는 근로시간이 일반적 또는 주로(상당 부분)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10시간을 초과하는 1일 근로시
간의 연장, 야간근로자의 예외,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보호에 상응하는
시간 보상에 의해 보장되는 전제하에 10시간을 초과하는 1일 근로시간의
연장, 특별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보된
경우 1일 근로시간 보상 없는 8시간 이상 연장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을 내
부규율로 정할 수 있다.
바. 경영상 필요와 감독관청의 승인, 법규명령에 의한 예외 허용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의 규정이 체결되지 않는 분야’에서 ‘경영상의 이
유에 의해 필요’하고 ‘근로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감독관청의 승인’
에 의해 위에서 법정기준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
며,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
는 근로시간 연장에 대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그 동의를 철
회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다. 또한 연방정부
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
여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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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해업무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및 연장의 상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는 근로
자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개별 고용분야, 특정 작업 또
는 특정 근로자집단에 대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제3
조의 범위를 넘어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6조의 야간근로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확대하고, 허용된 예외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광산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는 고용분야 및 그 사업 내 작업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특별한 경우 예외의 인정
근로시간법에서는 특수한 경우 근로시간의 예외를 제14조 이하에서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특칙과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근로시간법상의 규제와는 달리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때 사용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고 이때 그들에게 법상 규제의 준수
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근로시간법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은 남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잘못된 계획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구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268)
즉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되는 결과는
위의 긴급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269)
동 조항은 규정된 근로시간법적 제한의 법적 예외이며 이 조항은 공법
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사용자는 이러한 전제조건의 존재에 대한 독자

268)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14 Rn. 2; Neumann/
Biebl/Denecke(2012), Arbeitszeitgesetz, 16. Aufl., § 14 Rn. 2; Baeck/Deutsch/
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14 Rn. 4.
269)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14 Rn. 8.

204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적인 책임과 위험을 결정하며, 전제조건이 존재하여 사용자가 제14조의
조치를 취할 경우는 근로시간법상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제14
조의 경우 형사법상 그리고 질서위반법상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것
이 아니라,270)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의 구성요건이 배제되는 것이라
는 주장이 있다.271)
가. 긴급한 상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의 예외
근로시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생
하고 그로 인해 결과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272)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273)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시간 규정인 제3조에서 제5
조(근로시간, 휴게, 휴식), 제6조 제2항(야간근로의 근로시간 등), 제7조
(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근로시간의 변경), 제9
조에서 제11조(일요일․법정휴일, 일요일․휴일근로, 일요일․휴일근로
에 대한 보상)에서 정해진 바와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특히 원료 또는 생
활필수품의 부패 또는 작업결과의 실패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인 업
무에서는 위 해당 규정과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대비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14조 제2항에서 1. 업
무의 처리에 비교적 적은 수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vorüberwiegend) 필
요한 경우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업무 결과를 위태롭게 하거나,
과도한 손해274)를 야기하는 경우, 2. 간헐적으로 개별 일에만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연구나 교육, 연기가 불가능한 사전작업 및 마무리작업, 환자의
치료, 요양 및 간병 또는 동물의 치료 및 간호를 위하여 연기가 불가능한
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근로시간법상 이러한 예외조치의 전제는 근로
270) Anzinger/Koberski(2009), Arbeitszeitgesetz, 3. Aufl., § 14 Rn. 32; Neumann/
Biebl/Denecke(2012), Arbeitszeitgesetz, 16. Aufl., § 14 Rn. 2.
271)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14 Rn. 5.
272) 박람회, 계절적 판매와 유사하게 일상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 등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273) 이와 관련하여 특히 화재, 폭발, 기계의 전체적인 중단, 침수, 건물붕괴, 갑자기
닥친 안개, 홍수, 악천후, 갑작스런 사망사고 등.
274) 이러한 상황에서의 손해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종류의 손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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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법상 수단들을 준수하기 위한 다른 기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을 경
우를 말한다. 동 조항은 종래 근로시간법령의 내용을 계수한 것이나 구체
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연구의 특수한 요
구에 대한 예외(제2호)는 근로시간법에서 고려되었다.275) 한편, 연소근로
자보호법 제21조에서는 연소근로자의 경우 성인근로자를 동원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미룰 수 없는 일시적인 업무에 대하여 청소년
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시간법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주단위 근로시간의 상
한을 설정하고 있다. 즉 제14조 제3항에서는 이러한 긴급한 상황, 또는 특
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감독행정관청에 의한 승인, 법규명령
감독행정관청은 계속적 교대제사업에서 교대근무가 없는 시간의 추가
적인 확보가 필요한 경우나, 건설 및 조립현장에서 제3조(근로시간), 제6
조 제2항(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제11조 제2항(일요일 또는 법정휴일
근로의 보상)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장시간의 1일 근로시간을 승인할 수
있다. 또한 감독행정관청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의 연장이 다른 시
기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조정되는 경우로서 연중 특정한 시기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나 업무가 연중 특정한 시기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장시간의 1일 근로시간을 승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공공서비스분야의
특성에 맞게 근로대기, 대기근로 및 호출대기의 경우에는 제5조(일요일․
법정휴일), 제11조 제2항(일요일․휴일근로의 보상)에서 정한 것과는 달
리 휴식시간을 승인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사업
의 경우 3주 이내에 2번의 교대제 근무교체를 위해 다른 휴식시간을 승
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행정관청은 공익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
는 경우 이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제15조 제
275) Baeck/Deutsch/Kramer(2014), Arbeitszeitgesetz, 3. Aufl., § 14 Rn. 2.

20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1항, 제2항). 그러나 이러한 감독행정관청의 승인의 경우에도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제15조
제4항).
한편, 연방국방부는 연방노동사회부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으로 국방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법령 및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시간의 상한 및 제한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한 연방국방부는 연방노동사회부의 동의를 얻은 법규명령을 통해 불가피
한 이유에 의해 근로시간법령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상한 및 제한과 다르
게 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강이 최대로
보호되는 경우 근로자의 특별한 업무에 대하여 근로시간법령과 다른 내
용을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법은 제15조에서 특별한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상한 연장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행
정관청의 승인 또는 법규명령)에도 기본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
하여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의 예외, 1일 근로시간 연장의 상한이 10
시간을 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하
여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3. 근로시간법 적용제외
가. 개 관
근로시간법은 종래 근로시간법령 제1조 제1항과는 달리 적용범위의 포
지티브 규정방식을 포기하였다. 즉 기본적으로 근로시간법 제2조 제2항
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정의하고, 제18조에서 근로시간법이 적
용되지 않는 근로자그룹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 제1항은 특정한 근로자그룹을 근로시간법 적용으로부터 배제시
키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법적 논거는 공법적인 근로시간보호의 필요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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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76) 이와는 반대로 제2항과 제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그룹에 대한 배제 논거는 다른데, 이들에 대
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연
소근로자보호법, 선원법 등이다.
나. 법률적용의 제외
근로시간법 제18조에 따르면, 사업조직법 제5조 제3항277)의 고위관리
직사원 및 병원의 고위직의사, 공공관청의 장 및 대리, 인사에 관한 사항
에 독자적 판단권한이 있는 공공서비스분야의 근로자, 위탁된 자와 동거
하며 자기책임으로 교육, 요양 및 간호를 하는 근로자, 교회 및 종교단체
의 예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교회 및 종교단체의 예배 관
련 규정은 선언적 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18세 미만자의 근로
제공에 대하여는 이 법에 대신하여 연소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며(제2항),
선원법 제3조상의 승무원으로 상선 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는 이
법에 대신하여 선원법이 적용된다(제3항).
다. 공공서비스에 있어 근로제공, 항공기 및 내륙선박 승무원
근로시간법 제19조에서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없는 한, 공공서비스분
야의 공권적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관할 관청에 의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276) BT-Drs. 12/5888, S.32.
277) 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법률은 고위관리직사원에 대
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계약과 사업 또는 기업 내의 지위에 의하여 다
음에 해당하는 자가 고위관리직사원에 해당한다. 1. 사업 또는 사업부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해고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2. 포괄적 대리권 또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배권이 사용자와
의 관계에서도 적잖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3. 기업 또는 사업의 존속
과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는 데 특별한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 경우에 본질적으
로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이러한 업무에는 특히 법규정, 계획 또는 지침, 다른 고위관리직사
원과의 협동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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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제3조 내지 제
1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승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에 관한 이 법률의 규정에 대신하여「항공 사업 규율을 위한 두 번째 시
행령」의 비행시간, 운항과 관련한 근로제공시간,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제20조).「내륙선박운행령」의 휴식시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
지 않는 한, 이 법률의 규정은 내륙선박운항의 승무원의 근로제공에 대하
여 적용된다. 단체협약으로 내륙선박운항의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제
21조).
라. 육상운송에 있어 근로제공
2006년 3월 15일의 ‘육상교통 내 일정 사회규정의 조화와 (EWG) Nr. 3821/
85 및 (EG) Nr. 2135/98의 개정 및 (EWG) Nr. 3820/85의 폐지를 위한 유
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명령 (EG) Nr. 561/2006’ 또는 1970년 7월 1일의
‘국제육상운송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근로에 관한 유럽협정(AETR)’ 상
의 육상교통의 운전기사 또는 그 동승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에서 다르
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6년 3월 15일의 ‘육
상교통 내 일정 사회규정의 조화와 (EWG) Nr. 3821/85 및 (EG) Nr. 2135/
98의 개정 및 (EWG) Nr. 3820/85의 폐지를 위한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
의 명령 (EG) Nr. 561/2006’과 1970년 7월 1일의 ‘국제육상운송에 종사하
는 운전기사의 근로에 관한 유럽협정(AETR)’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21조 제1항).
이 규정에서 말하는 1주는 월요일 0시부터 일요일 24시까지이다. 제2조
제1항의 정함과 달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1.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시간, 2.
사업장 내에 머물 필요가 없이, 지시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준비
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시간, 3. 교대로 운전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운
전자 옆 또는 취침 캐비닛에서 보낸 시간.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간에 대하여, 이는 그 시간 및 간격이 사전에, 늦어도 해당 시간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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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알려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1문에 열거된 시간은 휴식시간이 아
니다.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제2항
및 제3항).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4개월 또는 16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60
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제4항). 휴식시간은 ‘운전기사 및 그 동승자에
대한 유럽공동체 규정’ 및 ‘국제육상운송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의 근로에
관한 유럽협정(AETR)’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수습 또는 실습생에 대해
서도 적용된다(제5항).
단체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허용한 근로자 대표 또는 공무원 대표와
의 서면합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1. 제3
항 제1문 제1호와 제2호, 제2문에 열거된 요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는
것, 2. 객관적, 기술적 또는 근로시간체계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4항
제3조 및 제6조 제2항의 정해진 바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 이
경우 6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제1문 제2호 및 제2a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제7조 제3항이 준용된
다(제6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재할 의무를 진다. 그 서류는 최소 2
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
을 기재한 서류의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7항). 근로시간
의 산정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자신에게 다른 사용자에
게서 제공한 근로시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자는 이에 관한 사항
을 서면으로 제출한다(제8항).
마. 폐점시간법(Ladenschlussgesetz)
과거 폐점시간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게나 판매점에 대하
여 평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
다. 그러나 2003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판매소들은 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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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법정축제일에 영업이 금지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경우 오후 8시
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제빵점의 경우에는 오후 8시부
터 익일 오전 5시 30분까지 영업이 금지된다.278) 또한 12월 24일이 평일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전 6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영업이 금지되
었다(제3조). 그러나 약국, 신문 및 잡지판매소, 주유소, 기차역의 판매점,
공항, 휴가지 등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
조, 제10조). 또한 특별한 행사의 경우 등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제
11조, 제14조).
2006년 6월 30일 독일연방 하원의회는 판매소의 폐점시간에 관한 사항
을 각 주에 입법권한을 위임하도록 결정하였고, 독일연방 참사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각 주는 주의 사정에 따라 판매소의 폐점시간에
관하여 개별적인 규정을 갖게 되었다. 이는 EU의 규제완화의 영향을 받
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매상 등 자영업자의 주말근로가 늘어나
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대형 쇼핑센터나 슈퍼마켓 등에 종사하
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 연소근로자보호법
청소년 근로는 연소근로자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규율된다. 아동의 근
로제공과 청소년의 근로제공 시 근로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근로 제공 금
지 및 예외, 휴게 및 휴식시간 보장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연소근로자보호법상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근로자는, 1. 직업훈련 중인
자, 2. 근로자 또는 가내근로자인 자, 3. 근로자 또는 가내근로자의 근로제
공과 유사한 기타의 노무급부, 4. 직업훈련에 유사한 훈련관계에 있는 18
세 미만 자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a) 호의에
의한 경우, b) 가족법상의 규정에 의한 경우, c) 청소년지원기관에서 행해
지는 경우, d)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미한 보조행위나, 2. 양육권자에 의한 가정 내 근로제공의
278)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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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 근로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제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되며, 휴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연속하여 근로제
공자에게 보다 장시간의 자유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에 근로를 제공
하지 않은 경우에,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1주 근로시간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이 있었던 주를 포함한 5주 평균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일에 분배될 수 있다. 이 경우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법과는 달리 연소근로자보호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휴게
시간의 시점은 적당한, 즉 이르면 근로 개시 이후 1시간, 늦어도 근로시간
종료 전 1시간 전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휴식시간 보장은 연소근로자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
다. 제13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시간 동안
중단 없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받는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후 8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연소
근로자보호법 제14조). 나아가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는 오전 6시부터 오
후 8시까지 사이에만 허용된다. 청소년은 주 5일 근무만이 가능하며 2일
의 휴일을 가능한 한 연속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즉 청
소년은 제15조, 제16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가 금지된다.

제7절 소 결

독일 근로시간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
강, 노동환경, 근로보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법의 입법목적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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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장적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보호적 관점에 있으며, 이는 노
동의 과도한 이용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허용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최소한 법률적 차원(근로시
간법)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가산수당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는 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법은 연장된 근로에 대해서
시간보상, 휴식 보장을 강조하고 보상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및 근로시간의 개념
관련 쟁점, 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배치 및 분
배와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및 근로시간 계좌제, 휴게․휴식․
일요일․법정휴일 보장 원리와 실제, 근로시간법제의 특례와 적용 예외
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나타나는 의무들을 이행
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근로
시간은 ‘근로’와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근로와 관련된 시간으로 그 경
계가 모호한 경우 개별 사례를 통해 축적된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해결되
고 있다. 근로의 개시와 관련해서 독일 종래 판례와 학설은 작업복을 갈
아입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기업의 요
구에 의해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연방
노동법원 판례와 실무적으로 사전근로 또는 근로자가 옷을 갈아입는 행
위에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시간 인정 시점을 결정하는 규정들
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독일 판례와 학설은 개별 사례에서 경계에 대한 구별기준들과 이
론을 발전시켜 왔는데, 근로시간 내용에 따라 완전근로, 근로대기, 대기근
로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호출대기는 기본적으로 휴식시간으로 본다. 이
에 대한 구분은 해석상 근로제공의 강도, 대기 장소 선택의 주체 등의 판
단 요소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내용은 근로시간 길이 규제
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주로 각 단계의 임금 문제
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근로의 내용에 따른 근로시
간 길이 규제나,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등에 대한 길이 규제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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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시사점이 있다.
둘째,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련하여 독일 근로시간법은 1일 단위 법정기
준근로시간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
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보상기간 내에 평균 8시간이 관철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고, 가산수당지급이라는
조건하에 정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한국의 연장근로제도와는 다른 형태
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법상 1일 근로시간의 길이와 연장 제한 규정은
근로시간 규제와 유연한 근로시간제 모델의 적용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실무적으로 단체협약에서는 주로 1주 단위 근로시간의 길이가 주로
약정되는데, 대체로 서독지역은 1주 35시간, 동독지역은 1주 38시간으로
약정하고 있다. 근로시간법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집단계약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보호 취
지나 지향이 “특별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 확보된 경우(제7조 제2a항)”, “근로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제7조 제
6항)” 등 조항 곳곳에 나타나 있다.
독일의 이러한 근로시간 길이의 제한 및 연장근로의 허용 및 보상기간
내 시간보상 원리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로 장시간 근로에 놓이고, 이를 임
금으로 보상받고 있는 국내에서 근로시간 규율을 재검토하는 데 주목할
만하다.
셋째,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배치 또는 배분 등은 주로 단체협약 및 사
업장 서면합의나 개별적인 약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괄적인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일
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이미 상당하게 진행되었고 2010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로 그 활용률이 높다.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근로시간의 변경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의 경제상황 및 내․외부 환경과 근로자의 시간주권의 행사에
조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길이, 배치 및 배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유연한 근로시간제에는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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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연간근로시간계약 등이 속하며, 이러한 근로시간의 유연화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유연화된 근로시간을 보상기간의 종료 시 정확하게 정산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Arbeitszeitkonto)가
활용되고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근로계약, 서면합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
과 실근로시간의 차이를 기록한 것으로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정산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주로 협약상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
립하고, 계좌를 통하여 적립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면제하고
자유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적립된 계좌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으
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휴일, 휴가 등 근로자의 휴식
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용절감,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일․가
정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로 투여된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
국의 장시간 근로 현실과 근로시간법제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이러한
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근
로자의 기본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독일
의 근로시간 계좌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근로시간저축 휴가제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
서 근로시간저축 휴가제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의무, 적립된 계좌에 대한 시간보상의 원칙, 근로시
간저축의 상한 및 하한, 사전인출가능성, 계좌정산기간 설정 등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적립된 근로시간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철저하게 정
산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장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독일 근로시간법은 근로시간 개시로부터 최소한 연속된 근로시
간 6시간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에 반드시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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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안식을 보장하고 있다. 즉 일요일 또
는 법정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근로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최소휴식시간제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근로자
의 1일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의미
를 갖는다. 휴식시간의 전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 동안 근로
시간으로서 개시에 대한 요구가 없어야 하며, 휴식시간은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가 없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소휴
식시간이 중단되는 경우 적어도 11시간의 새로운 휴식시간이 강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법률에서 인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관철되
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력을 보존하는 등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입법목적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휴식시간 동안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소휴
식시간이 중단되더라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게는 다시 11시간의 중단 없는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내에서도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최소휴식시간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시기상조
라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 상황에서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휴식시간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기독교적 전통 및 사회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요일․법정휴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법정휴일에 근로가 가
능한 예외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인 일
요일․법정휴일근로의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보다는 대체휴일에 의한 보
상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휴일근로가산수당 관련 규정을 둠으로
써 휴일근로의 만연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보상문제가 주요하게 다투어
지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주휴일근로의 금지원칙을
관철시키고 주휴일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휴일 및 가산수당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극히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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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업무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의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의 길이를 설정하는 방안과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
금보상이 아닌 시간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독일은 근로시간, 일요일․법정휴일 등과 관련하여 특칙 및 적
용제외와 관련하여 업종, 업무, 인적 속성, 예외 상황들에 대하여 매우 자
세하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외 설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한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 화물운송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과 건강, 도로교통 및 시민
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279)
독일의 이러한 입법례는, 최근 국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의 개편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확대(사
업장 단위 적용 배제 폐지, 또는 적용제외제도 개정)의 요구가 높다는 점
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에 대해서는 폐지론과 축소존치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최소한 축소존치
의 경우에도 존치 업종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업종 내 업무 특성에 따
른 적용 인정, 최소한의 한계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79)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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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서 론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는 역사적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장시간 근
로의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 고용상황의 악화 속에서 고용창
출(일자리 나누기)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
로시간 규제완화의 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근로시간법제의 주
요 역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80)
18세기 중․후반 1841년 3월 22일 법률과 1892년 11월 2일 법률에 의
해 연소자 및 여성을 위한 근로시간의 제한과 주휴제도의 창설이 이루어
졌다. 그 후 1906년 7월 13일 법률은 주휴제도를 일반화하였으며, 1919년
4월 21일 법률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게 된다.
1930년대의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해 1주 최장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1936년 6월 21일 법률이 성립하였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
가재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46년 2월 26일 법률은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기초한 1주 최장근로시간 40시간 규제의 광범위한 예외, 즉 1주

280) 이하의 내용은 G. Auzero et E. Dockès(2014), Droit du travail, 29e éd., Dalloz,
pp.819～822; J.-M. Verdier, A. Coeuret et M.-A. Souriac(2011), Droit du
e
travail : Rapports individuels, 16 éd., Dalloz, pp.159～1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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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한도 내에서 가산임금의 지급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하게 된다
(이로써 1주 최장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확대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용위기의 영향과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때문
에 근로시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일련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법정근로시간은 1982년에 1주 3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1998년 6월 13일
법률(제1차 오브리법)과 2000년 1월 19일 법률(제2차 오브리법)에 의해 1
주 35시간으로 단축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2002년 우파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의 활성
화를 목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의 연간 한도는 점차 증가하였다(2002년에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2005년에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상향). 2007
년에는 연장근로의 촉진을 통한 구매력의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고 사회보험료를 인하하는 법률(2007년 8월 21일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리고 2008년 8월 20일 법률은 그 전까지 연
장근로시간에 관한 산별협약의 제한을 받았던 기업의 노사 당사자가 기
업별 교섭을 통해 연장근로시간의 연간 한도를 산별협약과 달리 자유롭
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유연화 과정을 통해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는 ‘모두가 일하기 위해 보다 적게 일하기’에서 ‘더 많이 벌
기 위해 더 많이 일하기’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근로시간법제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
다. 이 글은 프랑스 근로시간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근로시간의 실태를 고
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의 개
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하에
서는 프랑스 근로시간법제의 체계와 적용범위(제2절),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제3절),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율(제4절),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와 일부 적용(제5절), 근로시간의 실태(제6절)에 관해 고찰하고,
끝으로 소결(제7절)에서 프랑스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시사점을 정
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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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체계와 적용범위

1. 체 계
현행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제3부의 제1권 L.3111-1조 이하에서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3부(근로시간 등)의 제1
권(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은 모두 7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편 적용범위(L.3111-1조～L.3111-2조)
■ 제2편 근로시간 및 그 배치와 조정
▷ 제1장 근로시간(L.3121-1조～L.3121-54조)
- 제1절 실근로시간, 호출대기시간, 법정근로시간특례
- 제2절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 제3절 최장근로시간
- 제4절 근로시간 포괄약정
- 제5절 적용규정
▷ 제2장 근로시간의 배치와 조정(L.3122-1조～L.3122-47조)
- 제1절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2절 근로시간의 조정
- 제3절 야간근로
- 제4절 적용규정
▷ 제3장 단시간근로와 간헐적 근로(L.3123-1조～L.3123-37조)
■ 제3편 휴식과 법정축일
▷ 제1장 일간휴식(L.3131-1조～L.3131-2조)
▷ 제2장 주휴일(L.3132-1조～L.3132-31조)
▷ 제3장 법정축일(L.3133-1조～L.3133-12조)
▷ 제4장 Moselle 등 특정 도 적용 특칙(L.3134-1조～L.3134-15조)
■ 제4편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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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연차유급휴가(L.3141-1조～L.3141-31조)
▷ 제2장 기타 휴가(L.3142-1조～L.3142-116조)
■ 제5편 시간저축계좌제(L.3151-1조～L.3154-3조)
■ 제6편 연소자 특례(L.3161-1조～L.3164-9조)
■ 제7편 근로시간 및 휴식의 감독(L.3171-1조～L.3172-2조)
이하에서 고찰하는 내용은 제1편 적용범위, 제2편 근로시간 및 그 배치
와 조정, 제3편 휴식과 법정축일에 관한 규정 중에서 제2편의 제3장(단시
간근로와 간헐적 근로), 제3편의 제4장(Moselle 등 특정 도 적용 특례)을
제외한 것이다. 그리고 제4편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제5편 시간저축
계좌제, 제6편 연소자 특례, 제7편 근로시간 및 휴식의 감독에 관한 사항
도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노동법전 제3부의 제1권 규정들은 사법
상의 사용자 및 그 근로자들과 상공업 성격의 공공 사업장에 적용된다(노
동법전 L.3111-1조, 이하 노동법전 조문 인용 시 ‘노동법전’ 명칭을 생략
한다). 적용 대상에는 전문직업(professions libérales), 민사회사(sociétés
civiles), 비영리사단(associations), 근로자를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조합
(syndicats de copropriétaires),281) 직업조합(syndicats), 가족 구성원들만
을 사용하는 가족 사업장이 포함된다.282)
국가와 지자체 및 그 산하의 행정적 공공기관, 공립의 병원과 의료시설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들과는 별개로 특별
법의 적용을 받는다.283) 농림업, 어업, 광업, 운송업 등의 경우에도 마찬
281) Soc. 18 décembre 2001, n° 99-40.240, Bull. civ., V, n° 393. 이 판례 및 이하 인
용하는 판례는 프랑스 판례 검색 사이트(http://legifrance.gouv.fr/rechJuriJudi.do)
에서 검색․인용한 것이다.
e
282) F. Morel(2014), Durée et aménagement du temps de travail, 7 éd., Groupe
Revue Fiduciaire,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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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이다. 예컨대,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에 관해서는 농업법전(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L.713-1조 이
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갱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광업
법전(Code minier) L.191-1조에서 갱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실근로시간으
로 간주하고 있고, 그 시간이 1주 38시간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여객․화물 운송, 해상노동(해양어업, 상선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해서는 운송법전(Code des transports),284)
해상노동법전(Code du travail maritime)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3절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1. 근로시간의 정의
노동법전은 ‘실근로시간(le temps de travail effectif)’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근로시간을 정의하고 있다. 실근로시간의 의미를 파악한 후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관해 살핀다.
가. 실근로시간
노동법전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이하 ‘근로시간’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사적인 용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는 시간”285)을 말한다(L.3121-1조).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도출된다.286)
283) 위의 책, p.18.
284) L.1321-1조 이하, L.2161-1조 이하, L.3311-1조 이하, L.5544-1조 이하 등.
285) “La durée du travail effectif est le temps pendant lequel le salarié est à la
disposition de l'employeur et se conforme à ses directives sans pouvoir
vaquer librement à des occupations personnelles.”
286) 이하 내용은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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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진 시간이다(사용자의 처분성).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 있더라도 사용자가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 있어도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
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시간이다(사용자의 지시성).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이 경
우 사용자의 지시는 일반적 내지 묵시적 지시로 족하고, 각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시일 필요는 없다.
셋째, 근로자가 사적 용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는 시간이다(근로자
의 구속성). 이는 근로시간이 근로제공의무와 연관되어 있는 시간임을 뜻
한다. 사적 용무의 내용이 무엇이든 근로제공의무와 무관한 일을 위해 근
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근로시간
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시간으
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
간이 아니다. 반대로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정했더라
도 객관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노동법전에
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1개월의 계속근로에 대해 2.5일이 부여되는데(L.3141-3
조), 휴가일수 산정 시 연차휴가기간은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이지만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L.3141-4조). 그 외에도 기업 내 노조 대표위원 및 종
업원 대표에게 인정되는 근로면제시간(L.2143-17조, L.2315-3조, L.2325-7
조), 종업원 대표가 대표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교육시간(L.2325-44조) 등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et du Dialogue social(2013), Durée et aménagement du tempts de travail, 2e
éd.,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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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법정 휴게시간(L.3121-33조)287) 외에도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의해 근
로시간 도중에 식사시간 또는 휴식시간이 부여된다. 특히 근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나 휴식에 소요된 짧은 시간의 작업 중단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288)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근로시간에 관한 정의규정(L.3121-1)상의 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289)
1) 식사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사례로 업무의 특성 때문에 식사시간 중이라도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는 연속적인 순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
우,290) 근무 장소에서 식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일 때문에 식사시간 중
자유가 없는 요리사의 경우,291) 입소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근무 장소
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292) 등이 있다.
그러나 양로원의 야간 당직자가 근무 장소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시
간에 입소자의 호출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이 근로시간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93)

287) 이 규정에 의하면,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에 도달하면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단체협약은 이보다 유리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휴식 없이 6시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는 금지된다.
288) 노동법전에 의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식사시간 내지 휴식시간에 대
하여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L.3121-2조 제2항).
289) 노동법전에 의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으로 간주된다(L.3121-2조 제1항).
290) Soc. 10 mars 1998, n° 95-43003, Bull. civ., V, n° 132.
291) Soc. 4 janvier 2000, n° 97-43026, Bull. civ., V, n° 9.
292) Soc. 14 novembre 2000, n° 97-45001, Bull. civ., V, n° 364.
293) Soc. 26 février 2002, n° 00-40722,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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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식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은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다
거나 이탈이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294) 예컨대,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로부터
벗어나 작업장소와 구분된 곳에서 휴식을 취했던 사안에서, 비록 사용자
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적 용무를 볼 수 있었으
므로 위 휴식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95)
그러나 외관상 휴식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의 필요
성에 즉각 대응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이른바 근로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자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
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인 주유소의 야간근로자가 단체협약상의 휴식시간
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휴식시간 중에도 고객을 맞이해야 했던
경우,296) 안전팀 근로자들이 휴식시간 중에도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머
물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의무가 있었던 경우297) 등이
그러하다.
다. 근무복 착용․탈의시간
판례에 따르면, 근무복 착용․탈의시간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에 해당하지 않는다.298)
근로시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이 규정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
는 근무복 착용․탈의시간은 법이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
294)
295)
296)
297)
298)

Soc. 5 avril 2006, n° 05-43061, Bull. civ., V, n° 142.
F. Morel(2014), 앞의 책, p.30.
Soc. 13 janvier 2010, n° 08-42716, Bull. civ., V, n° 9.
Soc. 20 février 2013, n° 11-26401, Bull. civ., V, n° 53.
Soc. 28 octobre 2009, n° 08-41.953, Bull. civ., V, n°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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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① 근무복의 착용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강제되고, ② 그 착용 및 탈의가 기업 내 또는 (기업 외) 취업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는 경우, 근무복 착용․탈의시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단체협약 부재 시에는)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 또는 휴식의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L.3121-3조). 근무복 착용․탈의 장소(근
무 장소 또는 주거)에 대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99)
근무복 착용․탈의시간에 대한 금전보상을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예
를 보면, 생선발송업 단체협약에서는 연 150유로의 수당, 경비업 단체협
약에서는 월 20유로의 수당을 규정하고 있다.300)
라. 샤워시간
노동법전 시행령이 정하는 보건상 유해하고 불결한 작업(예컨대, 석탄
이나 석유를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행정명령
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R.4228-8조).
행정명령에 의하면, 샤워시간은 근무복의 탈의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15분 이상 최대 1시간 내이다.301) 이러한 샤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
지 않지만 통상적인 시급률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R.3121-2조).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제로 샤워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302) 샤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임금명세서에 독
립 항목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용자는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303)

299)
300)
301)
302)
303)

Soc. 10 novembre 2009, n° 07-45296, NP.
F. Morel(2014), 앞의 책, p.37.
Francis Lefebvre(2012), Mémento Social 2012, Francis Lefebvre, p.658.
Soc. 11 février 2004, n° 01-46405, Bull. civ., V, n° 53.
Soc. 19 novembre 1996, n° 94-44243,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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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동시간
1) 통근시간
주거와 근로 장소를 오가는 통근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04) 법에서도 근로계약의 이행 장소로 이동하는 시
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L.3121-4조 제1항).305)
문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위해 자신의 주거에서 통상적인 근무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예컨대, 고객방문, 타 사업장 방문, 외국
출장 등). 이러한 이동시간이 통상적인 통근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
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306) 그러나 의회는 2005년 1월
18일 법률을 통해 이러한 판례와는 다소 다른 입장에서 입법적으로 해결
하였다. 즉 근로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그 이동
시간이 주거와 통상적인 근무지를 오가는 통상적인 통근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휴식보상 또는 금전보상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 대표와의 협의 후 사용자의 결정
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고, 다만 이동시간 중 근무시간과 겹치는 부분의
경우 임금의 상실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L.3121-4조
제2항). 이동시간이 통상적인 통근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307)
2) 사업장 내 이동시간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중 어떤 근로 장소에서 다른 근로 장소로 이
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308) 문제는 근로자가 근로 장소가 아
닌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자신의 근무 장소로 가는 사업장 내 이동시간
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가이다. 이러한 사업장 내 이동시간은 통근시간
304) Soc. 5 juin 2001, n° 98-46371, Bull. civ., V, n° 213.
305) “Le temps de déplacement professionnel pour se rendre sur le lieu d'exécution
du contrat de travail n'est pas un temps de travail effectif.”
306) Soc. 5 mai 2004, n° 01-43918, Bull. civ., V, n° 121.
307) Soc. 15 mai 2013, n° 11-28749, Bull. civ., V, n° 124.
308) Soc. 5 novembre 2003, n° 01-43109, Bull. civ., V, n°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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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통근시간 또는 통상적인 통근
시간을 초과하는 이동시간에 관한 특별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에 관한 정의 규정
(L.3121-1조)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예컨대, 근무시간 기록기가 있
는 근무 장소와 탈의실(및 휴게실) 간 거리가 먼 대형 할인매장에서 근로
자들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위 두 곳 사이를 이동한 시간은 사적으로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그 지시에 따라
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309) 그러나 근
무복을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탈의실과 근무 장소 간 이
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310) 예컨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사업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사선 수
치 측정기가 달린 방호복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방호
복을 착용하는 사업장 출입구에서 자신의 근무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은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311)
바. 호출대기시간
1) 의의
노동법전에 의하면, 호출대기시간(une période d'astreinte)이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지휘명령 아래 있지 않지만 사용자
의 요구 내지 호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위해 언제든지 근로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 또는 그 인근에 머물 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한다(L.3121-5조 제1항).312)

309)
310)
311)
312)

Soc. 13 juillet 2004, n° 02-15142, Bull. civ., V, n° 205.
Soc. 31 octobre 2007, n° 06-13232, Bull. civ., V, n° 182.
Soc. 7 juin 2006, n° 04-43456, NP.
“Une période d'astreinte s'entend comme une période pendant laquelle le
salarié, sans être à la disposition permanente et immédiate de l'employeur, a
l'obligation de demeurer à son domicile ou à proximité afin d'être en mesure
d'intervenir pour accomplir un travail au service de l'entre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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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요구 내지 호출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
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L.3121-5조 제2항).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호출에 응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주거가 기업 구내에
있는 사택 또는 숙박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 인근에 머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하는 동안에 사적 용무를 위해 자유롭게 시간을 이
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호출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13)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호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통상적인 통근의 경
우와 달리 호출대기제도하에서의 이동시간은 근로제공의 일부로서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본다.314)
2) 호출대기제의 실시와 보상
호출대기제도는 단체협약으로 그 운영방식과 보상(금전보상 또는 휴식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종업원 대표와 협의하여 호출대기제의 실시 조건과 금전보상
또는 휴식보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한 후에 실
시할 수 있다(L.3121-7조).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게 적어도 15일 전에
호출대기의 일자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L.3121-8조).315) 이는 근로자
로 하여금 사생활과 직장생활 간의 조화를 가능케 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사용자는 월말에 대상 근로자에게 그 달에 있었던 호출대기시간의 수와
그에 따른 보상을 명시한 서면을 배부해야 한다(R.3121-1조).
호출대기제도가 단체협약에 의거해 실시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계약
에서 그에 관해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316) 그
러나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 없는 호출대기제도가 사용자의
결정으로 실시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

313)
314)
315)
316)

Soc. 31 mai 2006, n° 04-41595, Bull. civ., V, n° 197.
Soc. 31 octobre 2007, n° 06-43834, Bull. civ., V, n° 183.
특별한 경우에는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L.3121-8조).
Soc. 13 février 2002, n° 00-40387,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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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할 수 있다.317)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호출대기시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이 정한 바에 따라,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노동법전은 보상의 종류를 금전보상
또는 휴식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현물보상(예, 사택의 무료 이용)의 유효성을 인정한다.318) 호출대
기시간에 대한 보상은 호출대기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전형적으로 인
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호출대기의무가 없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호출대기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보상
액은 호출대기시간의 수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마다
호출대기시간의 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액수의 고정수당을 지급하
는 것은 비례보상원칙에 반한다. 보상률을 정한 단체협약의 예를 보면,
호출대기 1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30%로 정한 경우 내지 해당 월 급여액
의 5%로 정한 경우 등이 있다.319)

2. 근로시간의 길이
가.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la durée légale du travail)은 1주 35시간이고, 여기서 1
주는 기업협약이나 사업장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달력상의
주, 즉 월요일 0시에서 일요일 24시까지를 의미한다(L.3121-10조). 월급
근로자의 경우 1주 35시간은 월평균 151.67시간(35시간×52주/12월=151시
간 40분)에 해당한다. 연간 법정근로시간은 1,607시간이다(L.3122-4조 제
1호).320) 식품소매업(과일․채소․유제품․식료품 소매점의 판매원 등),
317)
318)
319)
320)

Soc. 31 mai 2000, n° 98-42102, NP.
Soc. 12 juillet 2006, n° 04-47622, Bull. civ., V, n° 261.
이상의 내용은 F. Morel(2014), 앞의 책, p.99.
1,607시간은 1년 중 연차유급휴가일과 법정축일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1주 평
균 35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법정화한 것이다.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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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복지사업(의사, 간호사 등), 운송업(상품운송차량의 운전사 등),
관광업(가이드 등)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노동법전 L.3121-9조에 근거하여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해당 업종의 법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가 적용된다.321)
법정근로시간제도는 주당 근로시간의 실질적 단축을 목적으로 1936년
6월 21일 법률에 의해 창설되었다. 당시 1주 40시간이었고, 1982년에 1주
39시간, 2000년부터(근로자수 20명 미만 기업에서는 2002년부터) 1주 35
시간으로 단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애초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성격이 변하여 오늘날
에는 법정근로시간의 초과, 미달 및 배치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규율이 작
동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기능하고 있다.322)
프랑스의 경우 우리와 달리 1일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다. 1주
동안의 각 근로일에 35시간을 균등하게 또는 불균등하게 배치할 수 있으
나, 후술하는 최장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관한 규율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능하다.
나. 최장근로시간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예외
를 인정한다.
1) 1일 최장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L.3121-34조). 1일은 0시에서
24시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한다. 1일 최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이다. ‘효력확장의 산별협약’ 또는 기업(사
321) F. Morel(2014), 앞의 책, pp.85～90; A. Coeuret, B. Gauriau et M. Miné(2009),
e
Droit du travail, 2 éd., Sirey, pp.565～567.
322) 이상의 내용은 G. Auzero et E. Dockès(2014), 앞의 책, p.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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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협약으로 1일 최장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정할 수 있다(D.3121-19
조).
둘째, 근로감독관의 승인에 따른 예외이다. 작업의 성격, 계약상 책임
등으로 인해 한정된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는 작업, 계절적 작업, 주․
월․연의 몇몇 날에 빈번한 작업 등 사업 활동의 일시적 증가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D.3121-15조 이하). 승인 신청 시 사용자는 신청이유서와
종업원 대표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승인할 수 있는 1
일 최장근로시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근로감독관은 일간휴식(연
속하는 11시간 이상) 등 다른 법적 규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최장근로시간을 승인할 수 있다.323)
2) 1주 최장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은 두 가지 형태로 설정되고 있다. 우선, 1주 근로
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L.3121-35조). 다른 한편으로, 연속하는
12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L.3121-36조).
각각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1주 48시간에 대한 예외이다. 한시적으로 노동활동의 현저한 증
가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관할 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은 60시간까지 가능하다(L.3121-35조, R.3121-23
조). 승인 신청 시 사용자는 신청이유서와 종업원 대표의 의견서를 첨부
해야 한다.
둘째, 12주 평균 1주 44시간에 대한 예외이다. 하나는 시행령에서 산별
협약이 체결된 특정 산업에 대하여 1주 평균 46시간까지 허용한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노동장관 또는 관할 노동관서장이 관련 사용자단체나 개
별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특별한 상황에 처한 특정 산업, 지역 또는 기업
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예외(44시간의 초과, 산정단위기간 12주의 초
과 또는 두 방식의 결합)를 승인한 경우이다(L.3121-36조 및 R.3121-24조
이하).
323) F. Morel(2014), 앞의 책,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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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장근로시간
1) 의의
연장근로제도는 법정근로시간제도가 1936년에 창설되고 난 후 1946년
에 만들어졌다.324) 연장근로시간(heures supplémentaires)은 근로자가 사
용자의 지시나 동의(묵시적 동의를 포함한다)하에 법정근로시간(1주 35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다. 연장근로시간의 산정단위는 법정근
로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달력상의 주(원칙적으로 월요일 0시에서 일
요일 24시까지)이다(L.3121-20조 및 L.3122-1조). 단체협약이 법정근로시
간보다 낮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근로시간과 법
정근로시간 사이에 위치하는 법내 초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또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보충근로시간(heures de
récupération)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충근로시간이란 사
고, 악천후, 재고정리, 법정축일과 주휴일 사이의 1일 내지 2일의 휴무 등
에 따른 집단적인 휴업으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한 근로시간을 말한다(L.3122-27조). 보충근로시간은 1
일 1시간, 1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3122-5조).
2)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권
우리와 달리 프랑스에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지시권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
나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다. 기업의
상황이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325) 연장근로의 지시가 급박하
게 이루어진 경우,326) 사용자가 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
우327) 등이다.

324)
325)
326)
327)

G. Auzero et E. Dockès(2014), 앞의 책, p.833.
Soc. 9 mars 1999, n° 96-43718, Bull. civ., V, n° 103.
Soc. 20 mai 1997, n° 94-43653, NP.
Soc. 7 décembre 1999, n° 97-42878, Bull. civ., V, n°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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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시간의 수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
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일 수 있거나 없앨 수 있
고,328) 그에 따른 임금의 감소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계약의 변
경에 해당하지 않는다.329) 다만, 사용자가 지시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330)
3) 연장근로의 실시
연장근로는 단체협약 또는 법령이 정한 연간 한도시간 내에서 실시되
며, 이러한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실시도 허용된다.

가) 연간 한도 내의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단체협약(기업협약 또는 사업장협약, 이러한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산별협약)에서 정한 연간 한도시간 내에서 실시된다(L.3121-11
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한도시간의 계산에서 제외
된다. 임박한 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등 긴급작업(L.3132-4조)의 수행
을 위한 연장근로시간(L.3121-16조), 대체휴식(가산임금을 대체하는 보상
휴식)이 부여된 연장근로시간(L.3121-25조) 등이 그렇다.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연간 한도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직종이나 업종 등에 따라 연간 한도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체
협약에 의한 연간 한도시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2008년 8월 20일 법률은
기업(사업장)협약에 대하여 산별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였다. 예
를 들어, 연간 한도를 130시간으로 정한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노사 당사자는 기업협약으로 연간 한도를 230시간으로 정할 수 있다.331)
연간 한도시간을 정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연장근로는 법령이 정한
연간 한도시간(220시간) 내에서 실시된다(D.3121-14-1조). 이 경우 사용
328) D. Jourdan, C. de Bailleul, C. J. Barthélémy et Associés(2011), Contrat de
e
travail, 8 éd., Delmas, p.182.
329) Soc. 19 juin 2001, n° 99-42611, NP.
330) Soc. 10 octobre 2012, n° 11-10455, Bull. civ., V, n° 258.
331) 이상의 내용은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3), 앞의 책,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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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법령이 정한 연간 한도시간의 활용 방법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종
업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L.3121-11조 제4항).
연간 한도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이에 관
한 정보를 종업원 대표에게 제공하여야 하고(L.3121-11-1조),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사용자는 단체협약(기업협약 또는 사업장협약, 이러한 협약이 없는 경
우에는 산별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를 실시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실
시 방식, 이러한 모든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의무적 보상휴식(contrepartie obligatoire en repos)에 관한 사항 등을 정
하여야 한다(L.3121-11조 제2항). 그리고 사용자가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
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종업원 대표의 의견을 청취
하여야 한다(L.3121-11-1조).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실시 방식 등을 정한 단체협약
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다음
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는 연간 한도시
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실시 방식에 관해 매년 1회 이상 종업원 대표
와 협의하여야 한다(L.3121-11조 제4항). 둘째, 연간 한도시간 초과의 연
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종업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L.3121-11-1조). 셋째, 연간 한도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
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 보상휴식이 부여되어야 한다
(L.3121-11조 제3항).
4) 연장근로에 대한 급부
연장근로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급부는 가산임금이다. 그 외의 급부로
대체휴식과 의무적 보상휴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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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최초 8시간의 연장근로(35～43시간 사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25% 가산임금(즉 1.25배의 임금), 그 이후
연장근로(4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50% 가산임
금(즉 1.5배의 임금)이 지급된다(L.3121-22조 제1항). 다만, 효력확장의
산별협약 또는 기업(사업장)협약으로 위와 다른 할증률을 정할 수 있으
나, 그 경우에도 할증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L.3121-22조 제2항).332)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의 할증은 야간근로, 일요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할
증과 중복될 수 있다.333)
임금의 가산은 연장근로의 위치(연간 한도시간 내이든 연간 한도시간
초과이든), 연장근로의 시점(예, 야간, 일요일, 법정축일 등), 임금의 종류
(예, 고정급, 직무급, 성과급 등)와 무관하게 적용된다.334) 가산임금 산정
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본임금이다. 수당의 경우 근
로의 직접적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의 성질에 고유한 것이어서 기본임
금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예, 위험수당, 혹한수당, 비위생수당, 개별성과
수당 및 팀성과 수당335))은 기본임금에 포함되지만, 실비변상 성격의 수
당(예, 야간식대), 근속수당,336) 근로자의 개별적 성과와 무관하거나 이질
적인 다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활동에 기인하는 성과수당337) 내지 이익
분배금 등은 기본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338)
한편, 노동․고용 및 구매력의 촉진에 관한 2007년 8월 21일 법률은 연
332) 예를 들어, 해산물 판매업(poissonerie)의 단체협약은 연장근로에 대해 일률적으
로 25%의 할증률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호텔, 카페 및 레스토랑 적용 단체협
약은 연장근로 4시간을 단위로 체증하는 10%, 20%, 50%의 할증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기업에서의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2.5%의 할증률을 규
정한 단체협약도 있다. F. Morel(2014), 앞의 책, pp.47～48.
333)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639.
334)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3), 앞의 책, p.57.
335) Soc. 29 avril 1970, n° 69-40263, Bull. civ., n° 282.
336) Soc. 29 octobre 1973, n° 72-40199, Bull. civ., n° 527.
337) Soc. 5 mars 1981, n° 79-40282, Bull. civ., n° 189.
338)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782 ;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3), 앞의 책, p.57.

23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장근로의 촉진을 통한 노동수입의 증대 및 구매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연
장근로수당(할증 부분을 포함하는 수당 전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
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사회보험료를 최대 21.5% 인하하였다. 또한 동법
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감액(근로자
2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1.5유로, 21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장근로 1시간당 0.5유로)하였다.339)

나) 대체휴식
기업협약이나 사업장협약(이러한 협약이 없는 경우 산별협약)으로 정
한 경우 가산임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L.3121-24조 제1항). 예컨대, 할증률 25%가 적용되는 연장근
로 1시간에 대한 대체휴식(repos compensateur de remplacement : RCR)
은 1시간 15분이다.340) 대체휴식의 부여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 허
용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이 원칙이고 대체휴식
의 부여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341)
노조 대표위원이 없어서 법에 따른 연차교섭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기
업의 경우 종업원 대표가 반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대체휴식제를 실시
할 수 있다(L.3121-24조 제2항).
대체휴식이 부여되는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연간 한도시간의 계산
에서 제외된다(L.3121-25조). 따라서 대체휴식제도는 사용자에게 유연성
을 제공한다.342)

다) 의무적 보상휴식
단체협약상의 연간 한도(연간 한도를 규정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339) 이상의 내용은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p.643～649.
340) B. Hess-Fallon et A.-M. Simon(2011), Doit du travail, Sirey, p.191.
341) 2000년 1월 19일 법률(제2차 오브리법)은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할증
률 25%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의 지급 또는 대체휴식의 부여를 단체협약으로 정
하도록 하였고,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대체휴식의 부여를 원칙으로 하였
으나 2003년 1월 19일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다. F. Morel(2014), 앞의 책, p.48.
342) G. Auzero et E. Dockès(2014), 앞의 책, p.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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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20시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의무적 보상휴식(contrepartie obligatoire en repos : COR)이 부여
되어야 한다(L.3121-11조).343) 2008년 8월 20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
무적 보상휴식의 산정 기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즉 의무적 보
상휴식은 근로자 20인 이하 기업에서는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의 50%에 상응하는 것, 근로자 21인 이상 기업에서는 100%에 상응
하는 것으로 된다.344)
의무적 보상휴식의 내용과 부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기업협
약이나 사업장협약, 이러한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산별협약)으로 정한다
(L.3121-11조 제2항).345) 이러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적 보상휴식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앞에서 언급한 산정 기
준(20인 이하 기업의 경우 연간 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의 50%, 21인 이
상 기업의 경우 연간 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의 100%)에 따른 의무적 보
상휴식이 7시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 발생 후
2개월 내 의무적 보상휴식이 부여되어야 한다(D.3121-8조).

343) 2003년 1월 17일 법률 시행 전에는 단체협약상의 연간 한도가 법령상의 그것보
다 많든 적든 법령상의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의무적 보상휴식
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Soc. 23 octobre 2001, n° 99-42529,
Bull. civ., V, n° 331). 2003년 1월 17일 법률은 이러한 규율을 변경하였다. 동법
시행일 후 성립한 단체협약상의 연간 한도가 법령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 의무적
보상휴식은 협약상의 연간 한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부
여된다. 반면 동법 시행일 전 성립한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협약상의 연간 한도
가 법령상의 그것에 미달하면 협약상의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의무적 보상휴식이 부여되지만, 협약상의 연간 한도가 법령상의 그것을 상회하
면 법령상의 연간 한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의무적 보상
휴식이 부여된다. F. Morel(2014), 앞의 책, pp.61～62.
344)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641.
345) 2008년 8월 20일 법률 성립 전에는 근로자 21인 이상 기업의 경우 연간 한도 내
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주당 41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50%에 상응하는 의무적
보상휴식의 부여를 요구하였으나 2008년 8월 20일 법률은 이러한 강제성을 폐
지하였다. 그렇지만 단체협약은 연간 한도 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의무적 보상
휴식의 부여를 규정할 수 있다(L.3121-11조 제2항). F. Morel(2014), 앞의 책,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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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무적 보상휴식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전일(journée
entière) 또는 반일(demi-journée) 단위로 부여된다(D.3121-9조 제1항).
전일 또는 반일 단위의 휴식이 부여되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의무적
보상휴식에 관한 권리에서 공제된다(D.3121-8조 제1항). 예를 들어, 전일
과 반일의 근로시간이 각각 7시간, 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기업에서 의
무적 보상휴식권(7시간의 의무적 보상휴식)이 발생한 근로자는 2개월 내
에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전일(7시간) 또는 반일(4시간)의 휴식을 청
구할 수 있고, 만일 반일(4시간)의 휴식을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
시 의무적 보상휴식권(7시간의 의무적 보상휴식)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추가적으로 4시간에 상응하는 연간 한도 초과 연장근로(20인 이하 기업
의 경우 8시간, 21인 이상 기업의 경우 4시간)가 있어야 한다.
셋째, 의무적 보상휴식의 기간(전일 또는 반일)은 실제 근로한 기간으
로 취급되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그 기간에 근로하였다면 수령하
였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D.3121-9조 제2항). 연간 한도를 초
과하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간 한도 내의 연장근로와 달리
사용자는 가산임금의 지급 외에 유급의 휴식 부여라는 추가적 부담을 안
게 된다.
넷째, 근로자는 적어도 1주일 전에 휴식일과 휴식기간(전일 또는 반일)
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의무적 보상휴식을 청구해야 하고, 사용자는 청
구를 받은 때부터 7일 내 해당 근로자에게 승낙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D.3121-11조 제1항～제3항). 휴식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기업 운영
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 대표와 협의 후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통지하고 의무적 보상휴식권 발생 시부
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다른 날을 제시하여야 한다
(D.3121-11조 제3항 및 제4항, D.3121-13조). 기업 운영상의 필요 때문에
사용자가 복수의 근로자에게 동시에 의무적 보상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① 시기 변경으로 연기된 청구, ② 가족적 상
황, ③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한다(D.3121-12조). 한편, 근로자가 의무적
보상휴식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권리가 상실되지는 않으며, 사용
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1년 내에 실제로 휴식을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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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D.3121-10조).
다섯째, 의무적 보상휴식권(7시간의 의무적 보상휴식)이 발생하였으나
그 행사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의무적 보상휴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형성되기 전(예컨대, 7시간에 미달하는 4시간의
의무적 보상휴식)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기
득권(7시간 또는 위 예에서 든 4시간의 의무적 보상휴식)에 상응하는 수
당(금전보상)을 받으며, 이러한 수당의 성격은 임금이다(D.3121-14조).
라. 근로시간 포괄약정
근로시간 포괄약정제(conventions de forfait)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내지 총 근로일수와 그에 대한 임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주 또는 월 단위 포괄약정
제와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연 단위 포괄약정제가 있다.
1)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포괄약정제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포괄약정제는 연장근로가 통상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에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시간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포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한 제도이다(L.3121-38조). 이러한 포괄약정제의 실시는 근로자와 사
용자 간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한다(L.3121-40조).
근로시간 포괄약정에 따른 포괄임금은 약정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L.3121-41조).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장근로시간의 수
를 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을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
장이다.346) 약정한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대하여
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347) 실제의 근로시간이 약정한 총 근로시
간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는 약정한 포괄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48) 그
346) Soc. 3 mai 2011, n° 09-70813, Bull. civ., V, n° 103.
347) Soc. 5 janvier 2000, n° 97-44606,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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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주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포괄약정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최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휴식 및 휴일에 관한 일반적 규율이 적
용된다.349)
2) 연 단위 포괄약정제
연 단위 포괄약정제는 연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와 그에 대한 임금
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제도로서, 그 실시를 위해서는 단체협약(기업협
약 또는 사업장협약, 이러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산별협약)이 사전
에 체결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에는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주, 연간 근로시
간 내지 근로일수, 약정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L.3121-39조). 그
리고 연 단위 포괄약정제는 적용대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서면합의를
요한다(L.3121-40조). 연 단위 포괄약정제에는 연간 근로시간 포괄약정과
연간 근로일수 포괄약정 두 가지가 있다.

가) 연간 근로시간 포괄약정
연간 근로시간 포괄약정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간 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성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포괄약정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① 자신
이 소속된 작업장, 부서 또는 작업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취업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곤란한 관리직 근로자(cadres)350)
및 ② 근로시간의 배분․사용에서 실질적 재량을 갖는 근로자이다(L.312142조).
주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포괄약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근로시
간 포괄약정에 따른 포괄임금은 약정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더한 금액 이상이어야
348)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510.
349)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3), 앞의 책, p.200.
350) 이러한 관리직 근로자(cadres)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근로시간 및 휴식․
휴일에 관한 노동법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영간부(cadres dirigeants)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경영간부보다 직위가 낮은 근로자이다(J.-E. Ray(2011),
e
Droit du travail, droit vivant, 20 éd., Liaisons, p.148). 경영간부에 관해서는
제5절에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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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L.3121-41조). 연간 근로시간 포괄약정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식 및 휴일에 관한 일반적 규율이 적용되지만, 연장근로시간의 연간 한
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351)

나) 연간 근로일수 포괄약정
연간 근로일수 포괄약정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간 근로일수 한도 내
에서 성립되어야 하고, 이러한 포괄약정의 적용대상 근로자는 ① 자신이
소속된 작업장, 부서 또는 작업반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취업시간을 적
용하는 것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곤란하고 근로시간의 배분과 사용에
서 재량을 가지는 관리직 근로자 및 ② 근로시간의 길이가 사전에 결정될
수 없고 부여된 임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시간의 배분과 사용에서 실질적
인 재량을 갖는 근로자이다(L.3121-43조).
연간 근로일수 포괄약정의 근로자에게는 일간휴식, 주휴, 법정축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L.3121-45조 제2항), 법정근로시
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가산임금, 연간 한도, 의무적
보상휴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L.3121-48조).
단체협약 소정의 연간 근로일수는 원칙적으로 218일을 초과할 수 없다
(L.3121-44조).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휴식일의 일부를 포기
하고 218일(또는 이보다 적은 협약 소정의 연간 근로일수)을 초과하는 추
가 근로를 할 수 있다.352)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L.3121-45조). 첫째, 근
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추가 근로에 관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단체협약은 282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근로를 포함한 연간
총 근로일수를 규정할 수 있는데,353) 이러한 단체협약상의 규정이 준수되
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단체협약에 없는 경우 근로자의 연간 총 근로
일수는 23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추가근로에 대하여는 할증임금이
351)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511.
352)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5), Guide pratique du droit du travail,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245.
353) 282일은 365일에서 30일의 연차유급휴가와 52일의 주휴 및 5월 1일(노동절)을
뺀 날수이다.

242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지급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할증률은 1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
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근로시간의 배치
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1주를 단위로 각 근로일에 법정근로시간을 규칙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와 달리 탄력적 근로시간제(aménagement du temp
de travail)는 사용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제
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이 준수되어야 한다. 2008년 8월 20일 법률
에 의해 확립된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4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
제(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제도)와 1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는 약정제도)
가 있다.
1) 4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법정제도)
단체협약에 규정한 바가 없어도 사용자는 종업원 대표(기업위원회 또
는 종업원 대표위원)와 사전 협의하여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를 단위로
각 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L.3122-2조 제4항 및 D.3122-7-1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용자는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주의 수, 각 주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D.3171-5조 제1항). 또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이 제도의 실시 결과를 종업원 대표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D.3122-7-1조 제4항). 근로시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자는 적어도 7일 전에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D.3122-7-1조 제5
항). 근로자의 월 임금은 주당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1주
3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D.312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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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3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단위기간 내 주당 평균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연장근로에 속한다(D.3122-7-3조 제1항). 단위기간 도중에 채용
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이 35시간에 미달하는 주에도 35시간분의 임금이 지
급되어야 한다(D.3122-7-3조 제2항).
2) 1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약정제도)
단체협약(기업협약 또는 사업장협약, 이러한 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산
별협약)은 최소 2주에서 최대 1년을 단위로 각 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할 수 있다.354) 이 경우 단체협약은 근
로시간 변경의 조건과 통지기간, 연장근로시간 산정의 기준, 단위기간 중
도 채용․퇴직 시 임금지급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L.3122-2 제1항). 이 외에도 월별 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른 임금의 증감
을 피하기 위해 매월의 임금을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
급하는 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L.3122-5조 제1항).
1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규정하
는 단위기간 내 주의 수, 각 주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작업장에 게시하
여야 한다(D.3171-5조 제1항).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7일
(단체협약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L.3122-2조 제3항 및 D.3171-5조 제2항).
단체협약에 따른 1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 해당 여부
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D.3122-4조). ① 단체협약에서 1주 상한
시간을 정하고 있으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한다. 그 외에도 ② 단위기간 1년인 경우 그 종료 시점에서 연간 1,607시
간355)(또는 단체협약으로 이보다 낮게 정한 연간 상한시간)을 초과하는

354) 단체협약으로 1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8년 8
월 20일 법률은 기업(사업장)협약에 대하여 산별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
고 있다.
355) 1,607시간은 연간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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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③ 단위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그 종료 시점에서 주당 평균 35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에 따른 1년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L.3122-6조 제1항).
이 규정은 종전 판례의 입장과 달리 2012년 3월 22일 법률에 의해 신설된
것이다. 그러나 임금수준의 저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임금의 일부 상실을 초래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거
부할 수 있다.356) 한편, 위 규정(L.3122-6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에게
는 적용되지 않는다(L.3122-6조 제2항).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이다.357)
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편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근로자집단 전체(사업장) 또는
일부(부서, 작업조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시․종업시간을 정하는 것
이다. 이를 집단적 근로시간제(horaire collectif)라고 부른다.358) 그 예외
가 개별적 근로시간제(horaires individualisés) 내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고 하는 것이다(이하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는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근로의무시간대,
예컨대 10:00～12:00, 13:00～15:00)를 제외한 시간대(선택근로시간대, 예
컨대 7:00～10:00, 15:00～19:00)에서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359)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은 ①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것, ② 종업원
356) G. Auzero et E. Dockès(2014), 앞의 책, p.854.
357)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3), 앞의 책, p.100.
358) 집단적 근로시간의 설정과 중요한 변경은 종업원 대표기관인 기업위원회의 협
의사항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으로 집단적 근로시간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도 기업위원회와의 사전 협의절차가 적용된다. 한편, 사용자는 집단적 근로시
간표에 서명해야 하고, 그것이 적용되는 각 작업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D.3171-2
조). 집단적 근로시간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D.3171-3조).
359) G. Auzero et E. Dockès(2014), 앞의 책, p.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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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업위원회 또는 종업원 대표위원)와의 협의 및 종업원 대표가 반대
하지 않을 것, ③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L.3122-23
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락할 의무는 없다. 종업원 대표와
의 협의절차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가 제시한 시행안을 거부할
수 있지만 수정안을 의결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의 입장이다.360) 한편, 종업원 대표가 없는 기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 시행은 근로자들의 동의와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L.312224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는 1주 동안 근로할 총시간을 스스로 정
할 수 있지만, 이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
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이 준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월 가능한 근로시간 수는 최대 3시간이며 이러한 이월의 누
적으로 이월된 총 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3122-2조). 총 근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정산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대신에 근로자의 선
택으로 이월 가능한 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근
로자의 선택으로 이월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
지 않는다(L.3125-25조).
다. 야간근로
예외가 인정되지만 여성의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프랑스 노
동법이 남녀 간 직업적 평등에 관한 1976년 2월 9일 EU 지침에 반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1997년 3월 13일 판결361)을 계기로, 야간근로를 새롭
게 규율하는 법(2001년 5월 9일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야간근로법제의
근간을 형성하게 된다.362)

360) Crim 4 novembre 1983, n° 82-94265, Bull. crim., n° 285.
361) CJCE 13 mars 1997, RJS 4/97, n° 493.
362) G. Auzero et E. Dockès(2014), 앞의 책, pp.85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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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야간근로(travail de nuit)란 원칙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
이의 모든 근로를 말한다(L.3122-29조 제1항).363) 단체협약(‘효력확장의
산별협약’ 또는 기업․사업장협약)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이
에 별도의 야간근로 시간대를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오전 0시부터 오
전 5시까지의 시간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L.3122-29조 제2항).364)
노동법전은 야간근로 외에도 야간근로자(travailleur de nuit)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야간근로자란 ① 본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일정에 따라 1
일 근로시간의 3시간 이상, 1주 2회 이상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자 또는
② 단체협약이 정한 단위기간(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연속하는 12
개월) 동안 단체협약이 정한 시간(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270시간)
이상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L.3122-31조 및 R.3122-8조).
2) 요건
노동법전은 야간근로의 요건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야
간근로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안전 보호에 대한 배
려가 있어야 하며, 경제적 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회
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정당
화된다(L.3122-32조).
야간근로자에 관한 정의규정(L.3122-31조)상의 야간근로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범주의 근로자들에게 확대하려면 사전에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L.3122-33조). 야간근로의 도입은 야간근로자가 없는 사업
장에서 야간근로자가 될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주간근로자를 야간근로의
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범주의 근로자들에 대한 야간근
363) L.3122-29조 제1항의 예외로서 신문, 방송, 영화, 라이브 쇼, 디스코텍의 경우 야
간근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의미한다(L.3122-30조 제1
항). 이와는 다른 야간근로 시간대를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오
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L.3122-30조 제2
항).
364) 야간근로 시간대를 별도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없고 기업 활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 대표와의 협의 및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야간근로 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L.3122-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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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확대는 이미 야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새로운 야간
근로의 직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배치하여 야간근로자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을 뜻한다(예컨대, 야간근로자인 조리사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작은 레스토랑의 사용자가 직접 서빙을 하다가 서빙을 담당할 야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야간근로의 확대에 해당한다).365) 사용자가 야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를 야간근로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은 단
체협약의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
야간근로의 도입 또는 확대에 관한 단체협약은 야간근로의 필요사유,
야간근로에 대한 급부, 근로조건의 개선 조치, 야간근로와 가족․사회생
활의 조화를 촉진하는 조치,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 간 평등보장, 휴게시
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L.3122-33조 제2항 및 L.3122-40조).
그리고 사용자는 야간근로의 도입, 변경 및 확대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종업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야간근로의 도입과 변경
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산업의와 협의하여야 한다(L.3122-38
조 제1항).
사용자가 야간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근로자를 야간근로의 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L.3122-36조
제1항).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하였다는 것은 ① 교섭의 장소와 일정을
정하여 해당 기업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요구하였을 것, ② 교섭
에 필요한 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것, ③ 노동조합의 제안에 답변
하였을 것을 의미한다(L.3122-36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제
출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사항(① 경제적 활동의 계속 필요성 또는 사
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 필요성과 관련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기업의 사정, ② 지난 12개월 동안에 행한 교섭의 성실성, ③ 야
간근로에 대한 급부와 휴게시간, ④ 근로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한 배
려조치)을 상세히 작성하고 노조 대표위원과 종업원 대표의 의견서(노조
대표위원과 종업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3122-16조).
365) 야간근로의 도입과 확대에 관한 이상의 내용은 F. Morel(2014), 앞의 책,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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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장근로시간
야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L.3122-34조 제
1항). 8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야간근로 시간대에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오후 6시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일한 야간근로자는 11시간의 일간휴
식을 취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다음 날 오후 1시까지는 해당 근로자를 사
용할 수 없고,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날 오전에 이
미 2시간 근로하였기 때문에 1일 최장근로시간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오
후 7시까지 6시간 동안만 근로하게 할 수 있다.366)
다음의 경우에는 12시간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자의 1일 최장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법 소정의 활동(① 주거와 취로장소
간 거리가 멀거나 서로 다른 취로장소 간 거리가 먼 활동, ② 재산과 사람
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감시 내지 시설관리의 활동, ③ 서비스 또는 생
산의 계속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으로 정한 경우이다(L.3122-34조 제2항 및 R.3122-9조). 둘째, 예외적 상
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이다(L.3122-34조 제3항).367) 예외
적 상황은 사용자에게 생소하고 비정상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기
인한 사건 또는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건을 뜻한다(R.312210조). 근로감독관은 1일 최장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상
응하는 휴식이 근로 종료 후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한 빨리 부여되는 경우
에만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R.3122-12조 제1항). 객관적인 사유로 이러
한 휴식이 부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서 그에 상응하는 급부를
규정하여야 한다(R.3122-12조 제2항). 셋째,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요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구조조치를 위한 긴급작업의 수행, 임박한 사고의 예방,
시설 등에 발생한 사고의 수습인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1일 최
장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R.3122-14조).
한편, 야간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은 연속하는 12주를 평균하여 40시간
366) F. Morel(2014), 앞의 책, p.167.
367) 근로감독관에 대한 승인 신청 시 사용자는 노조 대표위원과 협의한 자료, 종업
원 대표의 의견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R.312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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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할 수 없다(L.3122-35조 제1항). 이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 사업 내
지 산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최장근로시간을 44시간
까지 정할 수 있다(L.3122-35조 제2항).
4) 급부, 건강검진 등
야간근로에 대한 급부로서 야간근로자에게 유급의 휴식이 부여되어야
하고, 여기에 금전보상(가산임금)이 추가될 수 있다(L.3122-39조). 유급휴
식과 가산임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L.3122-40조).368) 유
급휴식의 부여는 의무적인 것이다.369) 다른 수당의 형태로 대체될 수 없
다.370) 야간근로시간 대비 유급휴식 부여의 비율은 단체협약에 따라 야간
근로시간의 1%(경비), 8%(체인카페테리아), 12.5%(애니메이션) 등 매우
다르다.371) 한편, 가산임금의 지급은 임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단체협
약은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야간근로 시간대를 법정 시간대(오후 9시～오
전 6시)와 달리 좁게 정할 수 있다(예컨대, 오후 10시～오전 5시).372) 야
간근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산별협약의 95% 이상이 가산임금에 대
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373)
야간근로자는 야간근로의 직에 배치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
며, 배치된 후에는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받는다(L.3122-42조). 건강검진
의 목적은 산업의로 하여금 야간근로가 해당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사
회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R.3122-18조). 건강검진 결과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야간근로의 직에 적합
368) 야간근로에 관한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야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승인 신청서에 야간근로에 대한 급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69) 법정 야간근로 시간대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L.3122-30조)로 정해진 신
문, 방송, 영화, 라이브 쇼, 디스코텍에서 근로자의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법정근
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유급휴식의 부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L.3122-41
조).
370)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3), 앞의 책, p.87.
371) F Morel(2014), 앞의 책, p.168.
372) Soc. 21 juin 2006, n° 05-42073, Bull. civ., V, n° 227.
373) F. Morel(2014), 앞의 책,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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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산업의의 확인서가 발급되어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야간근로의
직에 배치할 수 있다(R.3122-19조 제1호). 배치 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
인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서의 재발급이 있어야 한다(R.3122-19조 제1호).
야간근로자가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산업의에게 알려야
한다(R.3122-19조 제2호). 야간근로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외에 본인의
신청으로 의학적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산업의는 사용자가 비용
을 부담하는 추가적인 특별검사를 처방할 수 있다(R.3122-19조 제3호).
야간근로가 포함된 교대제의 경우 산업의는 교대의 주기, 작업의 내용과
제약사항, 근로조건 등을 분석해서 작업유형별로 보다 나은 야간근로 운
영방법을 사용자에게 조언한다(R.3122-20조). 또한 산업의는 야간근로자
중 특히 임산부와 고령자에게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
리고 예방조치에 대하여 조언한다(R.3122-21조).
동일한 사업장 또는 기업에서 주간근로를 원하는 야간근로자와 야간근
로를 원하는 주간근로자는 자신의 직업 범주에 속하거나 그와 유사한 공
석의 일자리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사용자는 이러한 공석의 일자리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L.3122-43조). 야간근로가 육아, 간호 등 가
족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주간근로직으
로의 배치를 신청할 수 있다(L.3122-44조). 또한 근로자는 같은 이유로
야간근로직으로의 배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부는 징계 내지 해
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L.3122-37조). 한편, 산업의에 의해 확인된 야간
근로자의 건강상태 때문에 필요한 경우 야간근로자는 자신의 직업자
격374)에 상응하고 이전에 종사하였던 직과 유사한 주간근로직으로 확정
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L.3122-45조 제1항). 이러한 직
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가 그러한 직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야간근로가 포함된 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374) 직업자격이란 단체협약상의 직업분류(classification des emplois)에서 정한 직종
(예, 단순노무직, 생산직, 특수기능직, 기술직, 사무직, 관리감독직 등)에 종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학력, 기술, 경력 등)을 말한다.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채용 시에 직업자격을 정한다.
e
Groupe Revue Fiduciaire(2012), Les dictionnaires pratiques : Social 2012, 31
éd., Groupe Revue Fiduciaire, p.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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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L.3122-45조 제2항).
라. 일요일(휴일) 근로
1) 원칙 - 일요일근로의 금지
노동법전은 주휴(repos hebdomadaire)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규정하
고 있다. 첫째, 1주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되고(L.3132-1조), 주휴는
연속하는 24시간이어야 하고, 여기에 일간휴식시간(11시간)이 더해진다
(L.3132-2조). 둘째,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휴는 일요일에 부여하여
야 한다(L.3132-3조).
위 원칙에 따르면 일요일 주휴 24시간(0시에서 24시까지를 의미함)에
일간휴식 11시간이 더해지므로 어떤 주의 근로 종료부터 그 다음 주의 근
로 개시까지 사이에 일요일을 포함한 35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 7시에 근로를 종료한 근로자는 월요일 오전 6시
까지는 취로할 수 없다.
일요일근로는 비록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
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휴의 일요일 부여 원칙은 1906년 7월 13일 법
률에 의해 확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이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 일요일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가 점차 확대되었다.375)
2) 예외
1주 6일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의 범위 내에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에 주휴를 부여하고 일요일에 근로가 가능한 예외(즉 주휴 일요일 원칙의
예외)는 법정 당연(항구적) 예외, 약정(단체협약) 예외, 행정승인(한시적)
예외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법정 당연(항구적) 예외
일요일 주휴 원칙의 예외로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일요일근로를 허용하
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375) G. Auzero et E. Dockès(2014), 앞의 책, pp.86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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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산 내지 경제적 활동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일반
공중의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어서 일요일에도 영업이 불
가결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에게 순번제(par roulement)로 주휴를 부
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근로가 가능하다(L.3132-12조). 일요일근로가
허용되는 사업의 종류와 업무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되기 쉬운 원료를 가공하는 사업(식품가공업 등), 병원, 호텔, 레스토
랑, 카페, 발전소, 언론사, 통신사, 교통운수업, 환전소, 자동차정비소, 경
비업, 박물관, 여흥․레저시설(극장, 놀이공원 등), 관광업, 시장 등 그 범
위가 매우 넓다(R.3132-5조).
둘째, 식료품 판매점(commerces de détail alimentaire)의 경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주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오후 1시까지는 일요
일근로가 가능하다(L.3132-13조 제1항). 이 경우 근로자들에게 2주마다
순번제로 1일의 대휴(repos compensateur)를 부여하여야 한다(L.3132-13
조 제3항).
셋째,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온천지역 또는 관광․문화단지376)에 위
치한 식료품점을 제외한 소매점(établissements de vente au détail)의 경
우 종업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순번제로 주휴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근로가 가능하다(L.3132-25조).377) 법에서는 이러한 일요일근로에
대한 급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체협약,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그 급부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일요일근로에 대해 90% 내지 100% 가산
임금을 규정한 단체협약, 최저임금의 15～30% 가산임금과 대휴를 규정한
단체협약 등이 있다.378)

나) 약정(단체협약) 예외
제조업에서 단체협약으로 계속근로제 또는 휴무일근로팀제를 도입하
376) 해당 지역이나 단지의 자연적, 예술적, 문화적 또는 역사적 특성 내지 여가시설
의 존재로 인해 일정한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이에 해당한다
(R.3132-20조).
377) 이 규정은 위에서 언급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주휴 부여가 가능한 식료품 판매
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L.3132-25-5조).
378) F. Morel(2014), 앞의 책,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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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일요일근로가 허용된다.
첫째, 제조업의 경우 경제적 이유에 의한 계속근로(travail en continu)
및 순번제 주휴 부여를 단체협약(‘효력확장의 산별협약’ 또는 기업․사업
장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L.3132-14조 제1항). 이러한 단체협약이 없
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위원 및 종업원 대표와의 협의, 근로감독관의 승인
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L.3132-14조 제2항).379) 순번제 주휴 부여에
따른 계속근로제는 여러 개의 순환근무조 편성으로 기업 활동의 전부 또
는 일부가 일요일을 포함하여 연중 중단 없이 24시간 계속될 수 있게 한
다. 그러나 이러한 계속근로제에 따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
간 주당 평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L.3132-15조).380) 초과하는 시간
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둘째,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일 근무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하지 아니
하는 휴무일(주휴일, 법정축일, 연차유급휴가일)에만 특정 근로자그룹으
로 하여금 근로하게 하는 휴무일근무팀제(equipe de suppléance)를 단체
협약(‘효력확장의 산별협약’ 또는 기업․사업장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다
(L.3132-16조 제1항).381) 이 경우 휴무일근무팀을 구성하는 근로자들(대
개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는 일요일이 아닌 날에 부여된다(L.3132-16조
제2항). 휴무일근로팀제의 도입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그 실시의 조건과
임금에 관한 사항, 이러한 팀 구성 근로자가 휴무일근무직에서 평일근무
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L.3132-17
조). 휴무일근무팀제를 규정하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위
원 및 종업원 대표와의 협의,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휴무일근무팀
제를 실시할 수 있다(L.3132-18조).382) 휴무일근무팀 근로자를 사용하는
379) 근로감독관에 의한 계속근로의 승인은 계속근로가 생산설비의 보다 나은 활용
및 기존 고용의 유지 내지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R.3132-9조).
380) 연중 근로 가능한 일수 272일[=365일-93일(주휴 52일+연차유급휴가 30일+법정
휴일 11일)]을 주당 근로일 6일로 나누면 45.33주가 산출되고 여기에 35시간을
곱하면 연간 1,586.55시간이 된다. Ministè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2013), 앞의 책, p.246.
381) 평일 근무자들의 1주간 근무일수(4일, 5일 또는 6일)에 따라 휴무일근무팀 구성
근로자들의 연속적 또는 단속적 근무일수(1일, 2일 또는 3일)는 달라진다.
382) 휴무일근무팀제의 실시가 생산설비의 보다 나은 활용 및 기존 고용의 유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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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연속하는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예, 토요일과 일요일) 휴
무일근무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하다(R.3132-11조
제1항).383) 그러나 연속하는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예, 금요일～일요
일)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넘을 수 없다(R.3132-11조 제2항).384) 휴무
일근무팀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기업의 통상적인 근무시간표에 따른 근
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급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것이어야 한다
(L.3132-19조).385)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2시간씩 2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3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 행정승인(한시적) 예외
시장 또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일요일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우선, 시장의 승인에 따른 예외의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주휴
가 부여되는 소매점의 경우에도 시장(maire)의 결정이 있으면 연간 5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된 일요일에 근로가 가능하다(L.3132-26조).
일요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2배 이상
임금과 대휴(보상휴식)를 주어야 하고, 시장의 결정에는 일요일근로 이전
또는 이후 15일 내 대휴의 부여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L.3132-27조).
다음으로, 도지사의 승인에 따른 예외의 경우이다. 이에는 두 가지가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R.3132-10조).
383) 이는 일반근로자의 1일 최장근로시간 10시간(L.3121-34조), 야간근로자의 1일
최장근로시간 8시간(L.3122-34조)이라는 일반적 규율의 예외이다. 한편, 평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시에 이러한 자를 대체하기 위해 휴무일근무팀 근로자
를 사용하는 경우 후자의 1일 근로시간은 평일 근무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504.
384) 다만, 기업협약 또는 사업장협약에 따라 휴무일근무팀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
자는 1일 최장근로시간 10시간 초과에 대한 승인을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R.3132-12조).
385) 다만, 휴무일근무팀 근로자가 평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일에 후자를 대체하
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임금의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다(L.3132-19
조). 한편, 휴일근무팀 근로자에 대한 50% 가산임금의 지급은 야간근로 내지 법
정축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과 중복 가능하다. Francis Lefebvre(2012),
앞의 책, p.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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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일요일에 동시에 주휴를 부여하는 것
이 공중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
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연중 내내 또는 연중 특정 시기에 다음
방식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주휴의 부여(① 모든 근로자에게 일요일이 아
닌 날에 주휴 부여, ② 일요일 정오부터 월요일 정오까지 주휴 부여, ③
일요일 오후 및 2주마다 순번제로 1일의 대휴를 주휴로 부여, ④ 근로자
전부 또는 일부에게 순번제로 주휴 부여)가 허용되므로 일요일근로가 가
능하다(L.3132-20조). ‘공중의 이익 저해’는 가족활동이나 여가생활과 관
련하여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제공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즉각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일요일에 향유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386) ‘사업장의 정상적인 운영 저해’ 여부 평가 시
에는 일요일 매출액과 다른 날들의 매출액 비교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사업장 운영의 제반 조건을 고려한다.387) 일요일
불법영업의 포기에 따른 어려움이나 일요일 불법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규모는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388) 하나의 사업장에 대
한 도지사의 승인은 동일한 활동을 하는 같은 지역 내 복수 사업장 또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될 수 있다(L.3132-23조 제1항).
둘째, 인구 10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권의 특별상업지구(un périmètre
d'usage de consommation exceptionnel)에서 영업하는 소매점(식료품점
을 제외한 소매점)389)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390)을 받으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순번제로 주휴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일요일근로가 가능
하다(L.3132-25-1조). 특별상업지구(PUCE)는 일요일에 다수의 소비자가
386)
387)
388)
389)

F. Morel(2014), 앞의 책, pp.136～137.
F. Morel(2014), 앞의 책, p.137.
CE 9 novembre 1992, n° 104918 ; CE 16 juin 1995, n° 158087.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일요일근로가 가능한 식료품 판매점(L.3132-13조)에 대하
여는 특별상업지구에서의 일요일근로 예외적 허용규정(L.3132-25-1조)이 적용
되지 않는다(L.3132-25-5조).
390) 특별상업지구 내 소매점의 일요일근로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기간은 5년이고, 동
일한 활동을 행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승인될 수 있
다(L.3132-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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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여 일요일 소비의 관행이 존재하는 대도시 주변의 장소로서 도지
사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L.3132-25-2조).391)
일요일근로가 허용되는 두 가지(공익이나 정상적 사업장 운영 저해 방
지를 위한 일요일근로와 특별상업지구의 일요일근로)에서 도지사의 기한
부 승인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결정에 근거해 행해진다(L.3132-25-3
조 제1항).392) 단체협약은 일요일근로의 급부, 고용조건 또는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L.3132-25-3조 제2항,
L.3132-25-4조 제3항).393) 단체협약이 없으면 도지사의 승인은 사용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사용자의 결정은 일요일근로의 급
부(보상휴식 및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2배 이상 임금), 고용조건
또는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
고, 종업원 대표와의 협의 및 일요일근로 대상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référendum)를 받아야 한다(L.3132-25-3조 제3항). 이런 절차를 거쳐 사
용자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일로부터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른 급부를 대체하여 적용된다(L.3132-25-3조 제4항).
서면으로 동의한 근로자들만이 도지사의 승인에 따른 일요일근로에 종
사할 수 있고, 일요일근로의 거부는 채용거부의 사유, 근로계약의 이행
관련 차별사유, 징계 내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다(L.3132-25-4조 제2
항).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일요일근로에 종사하는 모
든 근로자에게 같은 사업장 내지 기업에서 일요일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일자리(해당 근로자의 직업자격에 속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
를 원하는지를 물어야 하고, 일요일근로를 원치 않으면 3개월 전의 서면
391) 현재 인구 100만 명을 넘는 도시권은 파리(Paris), 마르세유(Aix-Marseille), 릴
(Lille) 3곳이고, 그 주변에 특별상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33개이다. F. Morel
(2014), 앞의 책, p.138, p.141.
392) 도지사의 승인은 해당 지역의 시의회, 상공회의소 및 관련 노사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행해진다(L.3132-25-4조 제1항).
393) 예를 들어, 마르세유 인근의 특별상업지구인 Zone Plan-de-campagne에 적용되
는 단체협약은 일요일근로와 관련하여 2일의 대휴, 연간 6～15일의 일요일 휴무,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 100% 임금가산 및 근속기간 18개월 초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 수당의 지급, 장애인 및 기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위한 고용촉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F. Morel(2014), 앞의 책,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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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로 일요일근로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
려야 한다(L.3132-25-4조 제4항). 한편, 일요일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1개월 전 사용자에 대한 통지로 1년에 3회 일요일근
로를 거부할 수 있다(L.3132-25-4조 제6항).

제4절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율

휴식 및 휴일에 관한 제도에는 휴게, 일간휴식, 주휴, 법정축일이 있다.
이하 각각에 관해 살핀다.

1. 휴 게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에 도달하면 근로자에게 20분 이상의 휴게시간
(temps de pause)이 부여되어야 하고, 단체협약은 이보다 유리한 휴게시
간을 정할 수 있다(L.3121-33조). 적어도 근로시간 6시간마다 20분 이상
의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6시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
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있다. 법 문언에 따르면 1일 근로
시간이 6시간에 도달한 직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단체협약 등
에 근거하여 6시간 도달 이전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휴게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항상 근로시간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시간
에 관한 법적 정의상의 요건(L.3121-1조)394)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휴게는 근로의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이루어
지는 짧은 시간의 노동중단으로서 휴게 중에도 안전상의 이유 등 불가피
394) 근로시간(법에서는 ‘실근로시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이란 “근로자가 사용
자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사적인 용무
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L.3121-1조).

258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 경우에 예외적이고 불확정적인 취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판례는 인정
하고 있다.395)
한편 20분의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된
다. 1일 6시간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분의 휴게를 2회 부여하는 기
업협약은 법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396)이기 때문에 20분의 휴게시
간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2. 일간휴식
가. 원 칙
근로자는 연속하는 11시간 이상의 일간휴식(repos quotidien)을 향유한
다(L.3131-1조). 11시간 이상의 일간휴식은 어떤 근로일의 종료 시부터
다음 근로일의 시작까지의 사이에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 종료 후 근로자
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397) 예를 들어, 어떤 날 오후
8시에 일을 마친 근로자는 다음 날 오전 7시 전까지는 취로할 수 없다.
일간휴식은 그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위한 근로제공의무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는 시간을 의미하고,398) 근로자
가 포기할 수 없는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갖는다.399)
일간휴식은 연속하는 1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1일 취로의 개시
부터 종료까지의 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00)
한편, 호출대기제도(astreintes)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일간휴식
이 부여되어야 한다. 즉 대기상태에서 호출에 따른 업무수행이 끝나면 그

395)
396)
397)
398)
399)

Soc. 7 avril 2004, n° 03-42492, NP.
Soc. 20 février 2013, n° 11-28612, Bull. civ., V, n° 49.
F. Morel(2014), 앞의 책, p.121.
Soc. 10 juillet 2002, n° 00-18452, Bull. civ., V, n° 238.
e
Soc. 8 juin 2010, n° 08-45577, NP ; F. Duquesne(2015), Droit du travail, 10
éd., Gualino, p.216.
400) Soc. 23 septembre 2009, n° 07-44226, Bull. civ., V, n°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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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연속하는 11시간의 일간휴식이 보장된다. 다만, 일간휴식 11시간
을 산정함에 있어서 업무수행이 없는 대기시간은 일간휴식시간에 포함된
다(L.3121-6조). 따라서 업무수행 없이 대기시간이 11시간 경과하면 일간
휴식이 부여된 것으로 된다.
나. 예 외
일간휴식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에 대한 예외로서 일간휴식시간의 단축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
지이다.
첫째, 사업의 계속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활동 등 법령이 규정하는 활
동(① 주거와 취로장소 간 거리가 멀거나 서로 다른 취로장소 간 거리가
먼 활동, ②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감시 내지 시설관리의
활동, ③ 연속적인 작업조에 의한 노동방식으로 서비스 또는 생산의 계속
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활동, ④ 운송서비스 관련 화물의 취급․보관 내
지 운반의 활동, ⑤ 하루 중 근로시간이 분할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
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효력확장의 산별협약’, 기업협약 또는 사업장협
약)으로 11시간에 미달하는 일간휴식을 부여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
도 일간휴식은 9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L.3131-2조 제1항, D.3131-1
조 및 D.3131-3조).
둘째, 사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일간휴식시간이 단축될 수 있지만(D.3131-2조), 이러한 단체협약이
없으면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일간휴식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L.3131-2조 제2항, D.3131-4조).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와 달리 법령에서 일간휴식시간 단축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9시간에 미달하는 일간휴식을 승인할
수 있다.
셋째,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구조조치, 임박한 사고의 예
방, 시설 등에 발생한 사고의 수습)의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일
간휴식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사후에 근로감독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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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31-2조 제2항, D.3131-5조).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일간휴식시간 단
축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 세 가지의 경우 단축되는 휴식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이 부여되
어야 한다(D.3131-6조 제1항). 보상휴식이 유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만 보상휴식으로 인해 임금의 상실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401) 보상휴
식의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보상휴식에 상응하는 금전
급부를 정하여야 한다(D.3131-6조 제2항).

3. 주 휴
가. 원 칙
노동법전이 규정하는 주휴(repos hebdomadaire)의 원칙은 다음과 같
다. 1주에 6일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된다(L.3132-1조). 주휴는 연속하
는 24시간이어야 하고, 여기에 일간휴식시간이 더해진다(L.3132-2조). 주
휴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요일에 부여되어야 한다(L.3132-3조).
나. 예 외
주휴 일요일 원칙의 예외로서, 1주 6일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의 범위
내에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휴를 부여함으로써 일요일근로가 가
능한 경우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고찰하였다. 이하에서는 1주 6일을 초
과하는 근로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살핀다.
1) 긴급작업
구조조치, 임박한 사고의 예방, 원료․설비 내지 시설에 발생한 사고의
수습을 위해 즉각적인 수행이 필요한 긴급작업(travaux urgents)의 경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주휴는 정지될 수 있다(L.3132-4조 제1

401) F. Morel(2014), 앞의 책,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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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주휴의 정지는 긴급작업이 필요한 기업의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위해 유지관리 및 보수의 업무에 통상적으로 종사하는 다른 기업
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된다(L.3132-4조 제2항). 긴급작업에 투입된 근로
자들은 상실된 주휴시간과 감소된 일간휴식시간에 상응하는 보상휴식을
향유한다(L.3132-4조 제3항). 한편, 긴급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연장근로
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의 연간 한도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L.3121-16조).
2) 부패 원료의 취급 또는 일정 시기 노동의 특별한 증가
부패되기 쉬운 원료를 취급하는 사업 또는 일정 시기 노동의 특별한
증가에 대응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주휴는 1개월에 2회
까지 정지될 수 있고, 다만 정지의 횟수는 연간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L.3132-5조 제1항).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업은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L.3132-5조 제3항), 신선한 버터를 사용한 과자 제조업, 햄․
소세지 가공업, 우유․버터․치즈 가공업, 아교․젤라틴 제조업, 과일․
야채․생선 가공업, 꽃을 이용한 향수의 추출업, 직물의 염색․표백․인
쇄업, 선박 및 엔진의 수리업, 호텔, 레스토랑, 빵집, 제과점, 세탁업 등이
그 예이다(R.3132-1조). 이러한 사업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주휴의 정지
한도 내에서 주휴의 날에 이루어진 근로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 연간 한도시간 계산 시 포함된다(L.3132-5조 제2항). 주휴를 향
유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휴식이 부여되어야 한다
(R.3172-7조).
3) 하역작업
항만, 부두 및 역에서 강선(江船) 제조 및 수리, 선박에서의 작업, 과
일․야채․생선의 통조림 가공 등과 관련한 하역작업의 근로시간이 연장
될 수 있는 경우 주휴의 날에 하역작업을 위한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된다
(L.3132-6조, R.31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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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절적 사업
계절적 성격의 활동 분야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연중 일부 기간 동안에
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①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기
간 동안 적어도 그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주의 수와 같은 수의 휴식(연속
하는 24시간의 휴식)을 취하고, ② 1개월에 적어도 2일의 휴식을 가능한
한 일요일에 향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휴의 일부가 연기될 수 있
다(L.3132-7조 제1항). 강선(江船) 제조 및 수리, 선박 작업, 벽돌 제조, 밧
줄 제조와 관련한 활동에서 옥외에서 수행되는 노동의 경우가 그러하다
(R.3132-3조). 또한 과일․야채․생선의 통조림 가공, 호텔, 레스토랑, 연
회 출장 요리, 온천 리조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연중 일정 기간
동안에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경우가 그렇다(R.3132-4조).
5) 건물의 청소 및 유지관리, 경비
같은 날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를 부여하는 상업적 내지 공업적 사업장
에서, 영업 재개의 지체를 피하기 위해 불가결하고 집단적인 주휴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건물의 청소 및 유지관리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의 주휴는 반일 단축될 수 있고, 이 경우 주휴가 단축되는 근로자들
은 2번의 주휴 반일 단축에 대하여 하루의 보상휴식이 부여되어야 한다
(L.3132-8조). 그리고 주휴가 부여될 수 없는 상․공업 사업장의 경비원
과 수위는 보상휴식을 향유한다(L.3132-11조 제1항).
6) 제조업에서의 계속근로
연속 가동하는 제조업의 경우 계속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휴는
①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기간 동안 적어도 그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주의
수와 같은 수의 휴식(연속하는 24시간의 휴식)을 취하고, ② 가능한 한 일
요일에 휴식을 향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
(L.3132-10조 제1항).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근로의 종류와 기간, 관련
근로자들에게 주휴가 적용되는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L.3132-10조
제2항).

제6장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263

7) 국방 등
국가기관에서 그리고 국가 및 국방을 위한 노동이 수행되는 사업장에
서 주휴는 잠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L.3132-9조).

4. 법정축일
가. 원 칙
노동법전은 1월 1일, 부활절의 월요일, 5월 1일(노동절), 5월 8일, 승천
절, 오순절의 월요일, 7월 14일, 만성절, 11월 11일, 크리스마스 등 11일을
법정축일(jours fériés)로 규정하고 있다(L.3133-1조).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축일 근로가 금지되지만(L.3164-4조), 다른 근
로자들의 경우에는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축일에 휴식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법정축일 휴식을 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구속되고, 근로자는 해당일 근로를 거부
할 수 있다.402)
법정축일의 휴무로 인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회복하기 위한 추가근로
(récupération)는 허용되지 않는다(L.3133-2조).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
게 휴식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날이고(L.3133-4조), 이날의 휴식으로 임금
이 감소될 수 없다(L.3133-5조 제1항). 또한 5월 1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
정축일에 휴무하는 경우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
월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상실이 초래될 수 없으며, 다만 계속근로기간 3
개월 요건은 가내근로자(salariés travaillant à domicile), 계절적 근로자,
간헐적 근로자(salariés intermittents) 및 파견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
는다(L.3133-3조).
5월 1일을 제외한 법정축일은 휴식이 강제되는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
문에,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법정축일 근로에 대하여 가

402) Soc. 19 décembre 1990, n° 87-45621, NP.

264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법정축일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403)
나. 특 칙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휴식이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다(L.3133-4
조). 5월 1일 휴식은 임금의 감소를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급, 일급
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5월 1일 휴식으로 감소되는 임금
액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진다(L.3133-5조). 사
업의 성질상 근로를 중단할 수 없는 사업장(예컨대, 운수업, 병원, 호텔,
경비업 등)에서 사용자는 5월 1일 취로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에 대한
통상적인 임금 외에 적어도 이와 동일한 액수의 별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L.3133-6조). 즉 예외적으로 5월 1일 근로가 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5
월 1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2배 이상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제5절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와 일부 적용

1.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식 및 휴일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근
로자로서 이하에서는 경영간부, 영업대리인 내지 외판원에 관해 고찰한다.
가. 경영간부
경영간부(cadres dirigeants)의 경우 근로시간(제2편) 및 휴식․휴일(제

403) Soc. 4 décembre 1996, n° 94-40693, Bull. civ., V, n°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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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차유급휴가 등(제4
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L.3111-2조 제1항). 노동법전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경영간부에 해당한다(L.3111-2조
제2항). 즉 ① 근로시간의 편성에서 커다란 독립성이 전제되는 중요한 책
임을 위임받고 있을 것(독립성), ② 광범위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자율성), ③ 해당 기업 또는 사업장의 보수체계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수를 수령하고 있을 것(고임금)이 그 요건이
다.404)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관이 해당 근로
자의 실질적인 고용조건에 비추어 판단하며, 경영간부에 관한 단체협약
상의 정의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405) 판례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간부들만이 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영간부의 범주에 해당한다
고 본다.406) 예컨대, 재무 담당 임원을 경영간부로 인정한 사안에서 판례
는 그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참여하고 업무용 차량
을 자유롭게 사용한 점, 다른 간부들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한 점, 보수액과 직무의 성질 및 책임의 수준에 비
추어 볼 때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일을 계획․편성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독립성과 근로시간에 관한 커다란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제시
하고 있다.407) 그러나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연장근로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자는 경영간부에 해당하지 않으며,408)
자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역시 경영간부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409)

404) 경영간부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2000년 1월 19일 법률(제2차 오브리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405) Soc. 13 janvier 2009, n° 06-46208, Bull. civ., V, n° 12 ; Soc. 30 novembre 2011,
n° 09-67798, Bull. civ., V, n° 281.
406) Soc. 31 janvier 2012, n° 10-24412, Bull. civ., V, n° 45.
407) Soc. 10 mai 2006, n° 04-47772, NP.
408) Soc. 27 mars 2013, n° 11-19734, Bull. civ., V, n° 95.
409) Soc. 14 décembre 2006, n° 04-43694,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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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대리인 내지 외판원
영업대리인 내지 외판원(voyageur, représentant ou placier)이란 ①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사용자를 위해 근로하고, ② 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배타적이고 항상적으로 수행하며, ③ 본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영업활동
에도 종사하지 않으며, ④ 판매 또는 구매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나 상품
의 종류, 자신의 활동지역 또는 방문해야 하는 고객의 범주, 보수의 지급
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자를 말한다(L.7311-3
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대리인 내지 외판원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L.7313-1조).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영업대리인 내지 외판원
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적용되지만(D.7313-1
조),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다. 다만, 단체협약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는다.410)

2. 일부 적용 내지 특칙
특수한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수행의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휴식 및 휴일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 일부를
적용하거나 그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그 예로서 이하에서는 ① 주택의
수위, 청소원, 유지관리인, ② 가사사용인, ③ 가내근로자에 관해 살핀다.
가. 주택의 수위, 청소원, 유지관리인
주택의 수위, 청소원, 유지관리인이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근로
계약의 이행에 수반하는 의무로 되어 있고, 주택의 경비 및 유지관리 또
는 이러한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주택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410) Soc. 8 juin 2011, n° 09-41.000, Bull. civ., V, n°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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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L.7211-2조). 이러한 자에게는 근로시
간에 관한 규정(제2편)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에 관한 규정(L.3132-1조
이하), 법정축일에 관한 규정(L.3133-1조 이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
정(L.3141-3조 이하) 등이 적용된다(L.7211-3조, L.7213-1조).
나.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employé de maison)이란 사인에 의해 고용되어 가사 내지
돌봄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L.7221-1조). 가사사용인에게는 5월 1일 노
동절에 관한 규정(L.3133-4조 이하),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 등이 적용된다(L.7221-2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제2편)은 적용되
지 않지만,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411)에서는 1주 40시간, 연
장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 가내근로자
가내근로자(travailleur à domicile)란 일정액의 보수를 대가로 하여 하
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주문자)을 위해 자신에게 직접 부여되거나 중
개인을 통해 부여된 작업을 혼자서 수행하거나 가족 내지 보조자와 더불
어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L.7412-1조 제1항). 이 경우 가내근로자와 주문
자 사이에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가내근로자가 주문자의 즉각적이고
통상적인 감독하에서 근로하는지, 가내근로자가 근로하는 장소 및 그가
사용하는 설비의 규모 및 그 소유 여부, 가내근로자 스스로 부수적인 재
료를 조달하는지, 근로제공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양은 어떠한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L.7412-1조 제2항).
가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
고(L.7422-1조), 근로시간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
할 행정관청이 가내근로자의 근로시간표를 작성한다(L.7422-2조). 그리고
411)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s salariés du particulier employeur du 24
novembr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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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에게 작업의 완성품을 전달하기 위한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로 인해 가내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산임
금의 지급에 관한 특칙(최초 초과 2시간에 대하여는 25%의 할증, 나머지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50%의 할증)이 적용된다(L.7422-9조).

제6절 근로시간의 실태

1. 실근로시간
1950년과 2012년 사이에 전체 임금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약
25% 감소하여 2012년 기준 1,402시간이었다.412) 통상(풀타임)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2008년 1,700시간에서 2009년 1,660시간으로 감소하였
다가 2010년부터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1,722시간).
연간 근로일수는 적게는 209일(2009년), 많게는 217일(2012년)로 나타나
고 있다. 연차휴가 및 법정축일을 제외한 주평균 실근로시간은 2008년에
서 2010년까지 39.6시간, 2011년에서 2012년까지 39.7시간이다.
<표 6-1> 통상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위 : 시간, 일)
2008
연간 실근로시간

2009

2010

2011

2012

1,700

1,660

1,700

1,706

1,722

연간 근로일수

211

209

215

215

217

주평균 실근로시간

39.6

39.6

39.6

39.7

39.7

자료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enquêtes emploi 2008～2012.413)

412) Insee(2015), Tableaux de l'économie française, pp.48～49.
413) 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g_id=0&ref_id=NATnon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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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농업 및 공공부문 제외)에서 통상(풀타임) 근로
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었던 1999년 12월에는
38시간이었다. 2000년 1월부터 근로자 20명 이상인 기업의 법정근로시간
이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같은 해 12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6시간으
로 줄었고, 35시간 법정근로시간제가 완전히 실시된 2002년에는 35.7시간
으로 줄어든 후 2014년까지 35.6시간을 유지하고 있다(운송업, 식품소매
업, 호텔, 레스토랑 등 일부 업종의 경우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그림 6-1]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의 변화(각년 12월)
(단위 : 시간)
39.0

38.0
38.0

37.0

36.6
36.1

36.0

35.7 35.7 35.6 35.6 35.6 35.6
35.5 35.6 35.6 35.6 35.6 35.6 35.6

35.0

34.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주 :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농업 및 공공부문 제외)의 통상(풀타임)근로자에게 적용
되는 1주 소정근로시간.
자료 : 프랑스 고용노동부의 조사연구통계국(DARES), enquête Acemo(Activité et
conditions d’emploi de la main-d’œuvre).414)
414)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statistiques,
78/duree-du-travail,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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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기업규모별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각년 12월)
(단위 : 시간)
전체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38.04
36.63
36.07
35.66
35.66
35.64
35.63
35.61
35.59
35.55
35.56
35.59
35.58
35.60
35.59
35.60
35.85

10～
19인
39.22
38.84
38.41
37.04
37.00
36.84
36.91
36.78
36.72
36.72
36.48
36.49
36.49
36.55
36.53
36.48
37.09

20～
49인
38.81
37.48
36.84
36.16
36.16
36.20
36.24
36.17
36.18
36.27
36.14
36.18
36.14
36.17
36.12
36.15
36.46

50～
99인
38.45
36.78
36.13
35.75
35.71
35.81
35.83
35.83
35.82
35.77
35.71
35.70
35.76
35.85
35.91
35.87
36.04

100～
249인
38.11
36.47
35.88
35.58
35.56
35.59
35.58
35.57
35.60
35.57
35.55
35.61
35.57
35.66
35.58
35.64
35.82

250～
499인
37.80
36.10
35.52
35.30
35.35
35.38
35.42
35.39
35.42
35.40
35.40
35.48
35.42
35.39
35.38
35.47
35.60

500인
이상
37.35
35.77
35.22
35.11
35.15
35.16
35.15
35.16
35.14
35.12
35.13
35.13
35.13
35.14
35.13
35.14
35.32

주 :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농업 및 공공부문 제외)에서 통상(풀타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자료 : 프랑스 고용노동부의 조사연구통계국(DARES), enquête Acemo(Activité et
conditions d’emploi de la main-d’œuvre).415)

사업장의 규모에 비례하여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35.14시간인
반면 10～19인 사업장은 35.60시간이다.

3. 연장근로
2007～12년 기간 동안 통상(풀타임) 근로자들 중에서 연장근로(대체휴
415)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statistiques,
78/duree-du-travail,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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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부여되지 않고 가산임금이 지급된 연장근로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행한 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던 해는 2008년과 2011년이다. 가산임금
이 지급된 연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007년 44시간에 비해 2008년부터 증
가하여 많게는 54시간(2008년), 적게는 47시간(2012년)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고 사회보험료를 인하
하는 2007년 8월 21일 법률이 미친 영향으로 추측된다. 가산임금이 지급
된 연장근로를 행한 통상근로자 1인당 연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적게는 97
시간(2007년, 2012년), 많게는 108시간(2011년)이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의 기간에 가산임금이 지급된 연장근로를 행한
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을 성별, 나이 및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
기간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남성(106시간)이 여성(77시간)보다 많고, 나이
별로는 60세 이상(116시간)이 가장 많으며,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것
(19인 이하 167시간, 500인 이상 58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3> 통상근로자의 가산임금지급 연장근로시간
(단위 : 시간)
가산임금지급
연장근로를 행한
통상근로자의 비율

가산임금이
지급된 연평균
연장근로시간

가산임금이 지급된
연장근로를 행한 통상근로자
1인당 연평균 연장근로시간

2007

46%

44

97

2008

53%

54

102

2009

49%

49

101

2010

49%

50

104

2011

50%

53

108

2012

49%

47

97

주 : 민간부문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농업 제외)의 가산임금 지급 연장근로시간.
자료 : 프랑스 고용노동부의 조사연구통계국(DARES), enquête Acemo(Activité et
conditions d’emploi de la main-d’œuvre).416)
416)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statistiques,
78/duree-du-travail,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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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통상근로자의 특성, 기업규모별 가산임금지급 연장근로시간
(단위 : 시간)
가산임금이 지급된 연장근로를 행한 통상근로자의 특성,
기업규모에 따른 연장근로시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97

102

101

104

108

97

102

남

108

111

79

112

119

107

106

여

67

79

79

81

82

75

77

18～29세

100

102

102

107

107

100

103

30～39세

97

105

105

102

110

98

103

40～49세

100

102

102

108

110

96

103

50～59세

90

97

97

96

103

91

96

60세 이상

97

127

127

108

116

123

116

10～19인

148

173

173

170

171

168

167

20～49인

129

146

146

144

149

132

141

50～99인

120

108

108

105

113

98

109

100～249인

92

94

94

99

104

89

96

250～499인

86

83

83

85

86

76

83

500인 이상

58

58

58

59

61

54

58

전체
성별

나이

기업규모

주 : 민간부문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농업 제외)의 통상(풀타임) 근로자.
자료 : 프랑스 고용노동부의 조사연구통계국(DARES), enquête Acemo(Activité et
conditions d’emploi de la main-d’œuvre).417)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전 기간 평균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은 26.1%이
고, 기업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250～499인 기업이 28.5%로 가장 높고 49
인 이하 기업이 24.8%로 가장 낮다.
417)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statistiques,
78/duree-du-travail,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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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기업규모별 연장근로 임금 할증률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26.5

26.2

26.0

26.0

26.2

26.0

26.1

10～19인

25.0

24.1

25.6

25.3

24.4

24.1

24.8

20～49인

25.0

24.9

24.2

25.5

24.1

25.2

24.8

50～99인

28.5

25.9

25.9

25.6

24.5

24.2

25.8

100～249인

26.3

26.7

24.8

25.1

27.7

26.5

26.2

250～499인

29.3

28.4

28.5

28.4

29.3

27.0

28.5

500인 이상

26.7

27.2

27.3

26.7

27.9

27.6

27.2

전체
기업규모

주 : 민간부문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농업 제외)의 통상(풀타임) 근로자.
자료 : 프랑스 고용노동부의 조사연구통계국(DARES), enquête Acemo(Activité et
conditions d’emploi de la main-d’œuvre).418)

4. 야간근로 및 일요일근로
야간근로를 행한 근로자의 비율은 20～24시 근로의 경우 2012년 33%,
2013년 24%, 0～5시 근로의 경우 2012년 15%, 2013년 9%이다.
2013년 기준 월 2회 이상 일요일근로를 행한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 10.8%,
여성 12.8%, 월 1회 일요일근로를 행한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 6.3%, 여성
6.1%로 조사되었다. 일요일근로를 전혀 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은 남성
82.9%, 여성 81.1%로 나타났다.
<표 6-6> 2012～13년 야간근로를 행한 근로자의 비율
(단위 : %)
2012

2013

20～24시 근로

33

24

0～5시 근로

15

9

자료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enquêtes emploi.419)
418) http://travail-emploi.gouv.fr/etudes-recherches-statistiques-de,76/statistiques,
78/duree-du-travail,81.
419) Insee(2014), Tableaux de l'économie française, p.49; Insee(2015), 앞의 책, p.49.

274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표 6-7> 2013년 일요일근로를 행한 근로자의 비율
(단위 : %)
월 2회 이상

월 1회

하지 않음

남

10.8

6.3

82.9

여

12.8

6.1

81.1

자료 :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enquêtes emploi.420)

5. 연간 근로일수 포괄약정
2014년 10인 이상 민간기업(농업 제외)의 통상근로자들 중 13.3%가 연
간 근로일수 포괄약정제(이하 ‘연간 근로일수제’라고 함)에 따라 근로하
였다. 이 제도의 적용 비율은 2007년 이후로 금융보험업(2014년 31%), 정
보통신업(2014년 25.6%), 전기․전자․컴퓨터․기계 제조업(2014년 26.2%),
운송장비 제조업(26.2%)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적용 비율도 높다. 2014년 기준 500인 이상 기업
의 경우 18.3%인 반면에 10～19인 기업의 경우 4%이다.421)
<표 6-8> 2010년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통상근로자 규모․비율
(단위 : 명, %)
통상근로자

관리직

비관리직

규모
(백만)

%

규모
(백만)

%

규모
(백만)

%

10.5

100.0

2.1

100.0

8.4

100.0

법정근로시간제
적용자

9.3

88.2

1.1

53.2

8.2

97.3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자

1.2

11.8

1.0

46.8

0.2

2.7

통상근로자

자료 : Insee-Dares, enquête Ecmoss 2010.422)
420) Insee(2015), 앞의 책, p.49.
421) 이상의 내용은 Dares(2015), “Les salariés au forfait annuel en jours,” Dares
Analyses, n° 48, p.1.
422) 위의 글,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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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2010년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전체
A

관리직
B

A

비관리직
B

A

B

연간 근로일수

212

215

213

217

209

214

주 평균 실근로시간

44.6

39

46.6

44.4

40.3

38

1,888

1,685

1,968

1,923

1,704

1,642

연간 실근로시간

주 : A는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통상근로자, B는 법정근로시간제(35시간제) 적용 통
상근로자.
자료 : Insee, enquête Emploi 2010.423)

2010년 기준 통상근로자의 11.8%가 연간 근로일수제의 적용을 받고 있
고, 그 중 관리직 근로자가 80%를 초과하고 있다. 관리직 근로자(cadres)
중에서 연간 근로일수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46.8%인 반면에 비관리직
근로자(non-cadres) 중에서 연간 근로일수제의 적용을 받는 자는 2.7%에
불과하다.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는 212일로 법정근로시
간제(35시간제) 적용 근로자의 연간 근로일수 215일에 비해 약간 적다.
반면에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근로자의 주평균 실근로시간(연차휴가, 법
정축일 등을 제외한 주의 평균적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
은 44.6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의 39시간보다 5.6시간 많다.
연간 근로일수제 적용 근로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1,88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제 적용 근로자의 1,685시간보다 203시간 많다.

제7절 소 결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프랑스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423) 위의 글,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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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복 착용․탈의시간, 주거에서 통상적인 근무지가 아닌 근로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호출대기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
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법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체협
약 등으로 그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식보상 또는 금전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법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로제
공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
이라면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오
늘날 전자통신기기의 발달,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강화 등으로 인해 근로
시간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프랑스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
지만(일부 업종의 경우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선(원
칙적으로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및 12주 평균 1주 44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한 연간 한도 시간을 기업의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단체협약에서 정한 바 없으면 연간
220시간), 나아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연간 한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
로까지 허용하고 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
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법
정하여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면서도 연장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는 업종
내지 직종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축일을 제외한 1주 평
균 실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실태는, 위
와 같은 프랑스 법제의 특징이 현실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적이다.
셋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또는 대체휴식)의 법정 할증률은 연장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되지만(최초 8시간의 연장근로 25%, 그
후의 연장근로 50%), 법정 할증률과 다른 할증률(단, 10% 이상의 할증률)
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연간 한도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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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 외에 유급의 휴식(의무
적 보상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법제는 노사
당사자가 업종의 특성, 기업의 규모, 연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등 여러 요
소들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할증률을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424)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
하여 금전보상(가산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휴식(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의 유급휴식)을 강제하여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넷째, 연장근로와 달리 야간근로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엄격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통상적인 야간근로(1일 3시간 이상
및 1주 2회 이상의 야간근로 또는 연간 270시간425) 이상의 야간근로)에
종사하는 야간근로자의 사용은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감독관의 승인),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2주 평균 1주 40시간), 유급의 휴식 부여, 산업의
에 의한 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요건으로 한다. 장시간의 야간근로는 근로
자의 생활리듬을 깨뜨리고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법제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다섯째, 프랑스 법제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휴가를 제외한 근로자
의 휴식권은 휴게(근로시간 6시간 도달 시 20분 이상의 휴식), 일간휴식
(원칙적으로 연속하는 11시간), 주휴(1주 6일 초과 근로의 금지 및 일요일
주휴 원칙), 법정축일(노동절 등 11일, 단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의
휴식은 임의적 사항)이라는 여러 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일간휴식제
도는 근로일 사이에 일정 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우리에게 그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많은 예외
가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요일 주휴 원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별
424) 실태를 보면, 단체협약상의 약정 할증률은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으
며(예, 단일 할증률, 체증 할증률 등), 특히 소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저율
(10%대)의 단일 할증률을 정한 단체협약도 존재한다.
425) 270시간은 1주 6시간에 취업 가능한 주의 수 45주(52주에서 연차유급휴가 5주와
법정축일 2주를 뺀 45주)를 곱하여 산출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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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휴식뿐만 아니라 가족적․사회적 유대 강화 차원에서 집단적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정일 주휴 부여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에
게 휴식권 보장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다.
여섯째, 프랑스의 경우 농림업, 어업, 광업, 운송업 등 사업의 특성을 고
려한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노동법전)이 아닌 다
른 특별법(예, 농업법전, 광업법전, 운송법전, 해상노동법전 등)에서 규율
하고 있다.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노동법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
는 대표적인 예는 법정 요건(근로시간 편성의 독립성과 중대한 책임성,
자율적 결정권한, 최상의 임금수준)을 충족하는 경영간부이다(단, 경영간
부에게도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된다). 경영간부에 해당하지 않는 중
간 관리직 간부는 일정한 요건(적용 대상자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 연간 총 근로일수의 제한 등)하에서 연간
근로일수 및 그에 대한 임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간
휴식, 주휴, 법정축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동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만, 법정근로시간,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
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수위․청소원․유지관리인, 가사사용인,
가내근로자 등 특수한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수행의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휴일에 관한 노동법 규
정의 일부 내지 특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제는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 내지 특례와 관련한 우리 법제의 요건과 범위
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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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서 론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 끝에서 대서양과 접해 있는 국가로서 대륙
본토 외에 도서 지역의 자치령까지 포함하여 면적이 약 92,000㎢인데426)
남한(99,720㎢)보다 조금 더 작은 국가이다. 인구는 현재 1천만 명 조금
더 된다.427)
포르투갈은 한때 스페인과 함께 서구 유럽의 대항해시대를 열며 아프
426) 포르투갈 국립통계원(Instituto Nacional de Estatística, 이하 INE)에 따르면 정
확히는 92,212.02㎢이다.
(https://www.ine.pt/xportal/xmain?xpid=INE&xpgid=ine_indicadores&indOcor
rCod=0007444&contexto=bd&selTab=tab2, 최종방문 2015.07.07).
427) INE의 2012년 9월 20일자 최종 갱신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 21일 인
구 총조사 당시 인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포르투갈 전체
대륙 본토
아조레스 자치령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마데이라 자치령
(Região Autónoma
da Madeira)

전체
10,562,178
10,047,621

남자
5,046,600
4,798,798

여자
5,515,578
5,248,823

246,772

121,534

125,238

267,785

126,268

1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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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중남미 등지에 다수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강력한 국력을 자랑한 적
도 있었으나 1822년 식민지 브라질이 독립을 하면서 국력이 급속히 쇠퇴
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1926년 군부 쿠데타 이
후 장기간에 걸친 독재를 경험하게 된다. 독재 체제의 핵심이었던 살라자
르(António de Oliveira Salazar, 1889～1970) 총리 사망 후 1974년 소위
‘카네이션 혁명’(Revolução dos Cravos, 진보적 성향의 군인들이 민중과
연대하여 우파 독재 정권 축출)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포르투갈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고(1976년 군사정부가 민간정부에 권력 이양)
산업화를 위한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또한 1986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가입은 또 다른 전기가 된다. 다만 포르투갈은 오랜 기간의
독재로 인한 고립화, 경제침체, 지역적 격차 등으로 인해 서구 유럽에서
도 변방으로 밀려나 뒤처진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성장의 속도는 상당히
더딘 편이라고 할 수 있다.428) 2010년 기준으로 GDP는 2,286억 달러, 1인
당 GDP는 21,301달러로 추산되었다.429) 2015년의 1인당 GDP는 19,323달
러로 추산되었다.430)
경제활동인구(população activa)는 2009년 기준으로는 505만 4,100명이
었고431) 2015년 1/4분기 때는 519만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432)
노동인구와 관련해서는, INE에 따르면, 2011년 4/4분기 때는 1,065만
4천 명의 인구 중 473만 5천 명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이 중

428)

429)
430)
431)

432)

(https://www.ine.pt/xportal/xmain?xpid=INE&xpgid=ine_indicadores&indOcorr
Cod=0006363&contexto=bd&selTab=tab2, 최종방문 2015.07.07).
Júlio Manuel Viera Gomes․Catarina de Oliveira Carvalho(2011), IEL Labour
Law/National Monographs/Portugal, Klewer Law International, p.15; 프레데
리크 들루슈 편(윤승준 역)(1995),「새 유럽의 역사」, 까치, pp.404～405.
한국무역보험공사(2010),「포르투갈 정치․경제 동향보고서」참조.
IMF 통계자료(www.imf.org, 최종방문 2015.08.26).
INE 통계자료
(https://www.ine.pt/xportal/xmain?xpid=INE&xpgid=ine_indicadores&indOcorr
Cod=0004006&contexto=bd&selTab=tab2, 최종방문 2015.07.07).
INE 통계자료
(https://www.ine.pt/xportal/xmain?xpid=INE&xpgid=ine_indicadores&indOcorr
Cod=0005543&contexto=bd&selTab=tab2, 최종방문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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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만 5천 명 즉 거의 80%의 인구가 타인에게 종속(subordinação)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였다고 한다.433) INE에 따르
면, 2011년의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indivíduos
trabalhando por conta própria), 즉 자영업자(auto-emprego)가 96만 1천
명이었고 그중 71만 5천 명은 독립된 노동자(trabalhadores isolados)였다
고 한다.434)
산업별 노동인구는 2005년에 농림축산업 58만 7,500명, 어업 1만 8,600
명, 제조․가공․건설 등 공업 156만 6,600명, 서비스업 294만 9,700명 등
으로 추산된 바 있었다.435) 세부적인 산업 분류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대략 비슷한 경향 내
지 감소추세로 평가할 수 있겠다.436)
기업구성을 보면 대체로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3년 통계
에 의하면, 근로자 수 기준으로 49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기업의 97.7%였
는데 전체 근로자의 56.4%를 고용하고 있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은 전
체 기업의 0.9%로 전체 근로자의 33.7%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500
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기업의 0.1%에 불과했고 전체 근로자의 16.7%를
고용하고 있었다.437)
노동관계와 관련하여 포르투갈은 그 기본적인 법률로서 ‘노동법(Código
do Trabalho, 노동법전, 이하 ‘법’)’을 두고 있다.438) 포르투갈이 경제적

433)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Direito do Trabalho, Almedina, p.18.
434) 위의 책, p.21.
435) INE 통계자료[포르투갈 ‘노동사회연대부(Ministério do Trabalho e da Solidariedade
Social)’의 2006년 발간「노동관계녹서(Livro Verde das Relações Laborais)」부
록 p.15]에서 재인용. 산업적 측면에서 포르투갈은 전통적으로 올리브 재배, 와
인 제조, 섬유업이 유명하다.
436) 2008년까지의 ILO 통계자료(http://laborsta.ilo.org/STP/guest, ILO 통계자료,
최종방문 2015.07.07); 2013년까지의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 최
종방문 2015.07.07).
437) Ministério do Trabalho e da Solidariedade Social(2006), Livro Verde das
Relações Laborais, p.44.
438) http://www.pgdlisboa.pt/leis/lei_mostra_articulado.php?nid=1047&tabela=leis&
somiolo=&(포르투갈 검찰청 리스본 지청 홈페이지 내 법령 정보, 최종방문 20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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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비록 다른 서구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산업화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산업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노동인구의 상당수가
공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은 실질적인 규
범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포르투갈은 2003년 ‘법’을 보다 체계
적으로 대폭 정비하였고, 2009년 노동유연화, 노동비용 절감 등을 목표로
하여 ‘법’ 개혁을 단행한 이후 꾸준히 개정해 오고 있다.439)

제2절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

1. 근로시간의 개념
가. 관련 입법 및 동향
근로시간은 근대 노동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들 중 하나이고, 근로
시간의 감축은 노동자들이 쟁취하고자 했던 주된 것 중의 하나였다.440)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법 제1권(일반규정) 제2편(근로계약) 제2장(근로
제공) 제2절(근로시간의 지속과 구성) 이하 각 조문에서 매우 상세히 규
정하고 있다.
포르투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풀타임 기준)은 2001년 1,900시간
으로 집계된 이래로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4년 1,857
시간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1주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
지 40시간을 넘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441)

439)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p.41～43.
440) Pedro Romano Martinez(2013), Direito do Trabalho, Almedina, p.499.
441) OECD 통계자료(http://stats.oecd.org/, 최종방문 2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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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시간 개념의 규정
법 제197조에서는 근로시간(tempo de trabalho)이라는 제하에 ‘근로자
가 노무제공의 실현에 종속되는 활동을 하는 어떠한 시간이든지 근로시
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그리고 근로제공의 일시적 중
단이라든가 휴지(休止)에 대해서도 몇 가지를 열거하면서 근로시간에 산
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러한 예로 동조 제2항은 ① 단체
협약 등이나442) 취업규칙에서 근로시간 산입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중단
또는 기업 관행상 근로시간 산입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중단, ② 근로자의
급박한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재된 일일 근로시간 중의 간헐
적인 중단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따른 일일 근로시간 중의 간헐적인 중
단, ③ 기술적인 이유, 특히 기계의 청소․유지․조율, 생산계획의 변경,
물건 하역작업, 원료나 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근로의 중단,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적인 이유로 인한 근로의 중단, 또는 경제적인 이유,
특히 주문의 파기로 인한 근로의 중단, ④ 근로자가 일상적인 근로장소
혹은 그 근처에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휴게시간, ⑤ 근로 중 안전보건 규
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 중 근로 중단 등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휴식시간의 정의 규정을 통한 구분
근로시간과 마주보는 방향에서 휴식시간(período de descanso)에 관한
정의도 규정되어 있는바, 법 제199조에서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은 휴
식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쌍방형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

442) 법률 원문에서는 ‘집단적 노동규율문서(instrumento de regulamentação coletiva
de trabalho)’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 기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간의 집단적 합의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단체협약이
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모두 ‘단체협약 등’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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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3)
라. 검 토
법 제197조에서는 근로시간의 본질로서 노무제공 실현에의 종속성을
들고 있고 노무제공의 일시적 중단이나 휴지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다. 근로시간인지 여부의 판단은
결국 종속성하에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시는 한정
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적 열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제공을 시간적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동시에 노무
제공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근로시간의 의미를 양적 결
정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로는 노무제공이 근로자의 삶에
대한 침략이 되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약정을 이유로 하든 규범
을 이유로 하든 간에 개인의 삶에서 노동이라는 부분은 제한적이어야 하
는데, 이는 노예상태와 어떠한 유사성으로부터라도 인간을 멀리 두어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하다.444)
근로시간의 결정은 통상근로시간(período normal de trabalho), 가동시
간(período de funcionamento), 작업일정표(근로시간표, horário de trabalho),
통상근로시간의 변형, 보충근로(trabalho suplementar, 연장근로) 등과도
관련되며, 근로시간의 구성과 지속 역시 근로시간 개념 이외에 통상근로
시간, 가동시간, 작업일정표 등에 대한 고려하에 검토될 것이 필요하
다.445)
따라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명분
443) 한편,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식시간의 개념에 대해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
는 포르투갈과 달리 인접 국가인 스페인에서는 노동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인 근로자헌장(Estatuto de los Trabajadores : ET)에서 근로시간의 개념이나 휴
식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44)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283.
445)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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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노동력의 처분가능성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근로시간의
결정은 근로하는 자의 심신(心身)을 총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요청이
다. 근로시간을 정의하는 것은 근로자의 재충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가족적 결합과 사회적 통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의 영역을 정의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446)

2. 통상근로시간
가. 개 념
법 제198조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근로시간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된 의미로서 통상근로시간(período normal de trabalho)을 정
의하고 있는바, 동조는 ‘근로자가 일일당 및 주당 시간 수로 계산된, 의무
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통상근로시간의 산정 기준은 1일 및 1주이며 연간 기준은 채택
하고 있지 않다.
나. 검 토
법 제198조에서 규정한 통상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일일당 그리고 주당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당 통상근로시간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혹은 계약상 휴지(休止), 의무적인 주휴일, 보충
적인 임시 주휴일을 고려해야 한다. 통상근로시간은 근로시간 개념과 관
련이 되는데 이는 실근로시간수(número de horas de trabalho efetivo)에
상응한다. 즉 적어도 일정한 휴지(休止)를 포함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노
무제공을 실현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이다.447)

446)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283.
447)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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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시간의 명확화와 실질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
가. 개 관
법은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 외에도 근로시간의 범위를 한정하고
근로시간의 판단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
법 제200조 작업일정표(horário de trabalho), 제201조 가동시간(período
de funcionamento), 제202조 근로시간의 기록(registro de tempos de
trabalho)이 그것이다.
나. 작업일정표의 작성과 게시
법 제200조에서는 일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일을 정하는 것을 작업일정표로 간주하고(동조 제1항), 이러한 작업
일정표는 일일 및 주 통상근로시간을 한정하는 기능을 하며(동조 제2항),
일일 통상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는 연속된 일자 간에 발생하는 것도 가
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작업일정표에는
구체적으로 사업장 명칭, 사용자 명칭, 업무 내용, 시업시각, 종업시각, 사
업장 가동시간, 휴게, 휴일, 통상근로시간의 변형이 채택된 경우 그 내용,
관련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수록해야 한다
(법 제215조).
작업일정표 작성은 사용자의 전권에 속하지만 법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동시간 체제를 고려하여
야 한다(법 제212조 제1항). 특히 작업일정표 작성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
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대한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근로
자로 하여금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촉진해야 하며, 근로자로 하
여금 직업훈련 참가뿐만 아니라 학교수업 출석도 장려해야 한다(동조 제2
항).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작업일정표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회, 사
업장협의회 기타 근로자 대표 등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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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정표는 사업장에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법 제
216조), 작업일정표의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절
차를 거쳐야 하며, 작업일정표가 변경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이 있기 전
에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소기업(microempresa)의 경우 3
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법 제217조).
다. 가동시간의 개념
법 제201조에서는 사업장이 가동할 수 있는 일일 동안의 그 시간을 가
동시간으로 간주하고(동조 제1항), 공중에 대한 판매 시설의 가동시간은
개점시간(período de abertura)으로 지칭하며(동조 제2항), 산업시설의 가
동시간은 노무제공가능시간(período de laboração)으로 지칭하고(동조 제
3항), 가동시간 체제는 별도의 입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 동조는 가동시간(período de funcionamento)의 개념을 설정한 바
탕 위에서 가동시간의 명칭을,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공중에 대한 판매시설
의 경우 개점시간으로, 일반적인 산업현장의 경우에는 노무제공가능시간
으로 규정하여 서로 구별하고 있다.
가동시간 체제는 별도의 입법으로 정할 수 있는데, 2009년 제정된 법률
105호(Lei 105/2009)에서는 회사의 노무제공가능시간은 7시부터 20시까
지로 정하되 경제적 이유가 있거나 기술적인 이유가 있으면 장관의 승인
(autorização ministerial)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16조). 공중에 대한 판매시설의 경우 그 상업활동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
라 개점시간에 관하여 법령(주로 1996년 명령법 제48호, Decreto-Lei 48/
96)에서 서로 달리 정하고 있다.448)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가동시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사용자
는 자신의 회사의 가동시간을 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가동시간을 정하는
문제는 경쟁규범, 소비자보호, 경영과 관련된 것으로 취급되지 특별히 노
동법의 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동시간은 간접적으로는
노동법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계속적인 노동상황하에서는
448)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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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교대제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 야간근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가동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일정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 법에 의해 금지
되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조정되는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점 등이 그러하
다.449) 요컨대, 가동시간 개념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엄밀
히 따지면 노동법적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구성과 지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 근로시간의 기록
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기록의무를 규
정하는 동시에 해당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회하는 것을 허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202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작업일정표
로부터 면제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의 기록을 즉각적
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곳에 보존하고 있도록 의무 지우고 있다
(동조 제1항). 근로시간의 기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제공의
중단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를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의해 제공된 근로시간 수를 일일 및 주당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며, 뿐만
아니라 법 제257조 제1항의 b에서 언급된 상황(단체협약 등의 허용 한도
내에서의 근로시간의 변형)에서 제공된 근로시간을 포함하도록 한다(동
조 제2항). 사용자는, 회사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복귀
하여 곧바로 근로시간의 기록을 소명하는 것 또는 그 근로자가 정식으로
소명한 근로시간의 기록을 송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회사는 정식으
로 소명된 근로시간의 기록을 근로제공 후 15일 내에 열람 가능하도록 준
비해 두어야 한다(동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의 기록 기타 관련된
진술서, 합의서 등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동조 제4항).

449)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p.5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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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로시간의 상한

1. 법정기준
포르투갈 헌법(Constituição da República Portuguesa) 제59조는 근로
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그중에 한 가지는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가질 권리(direito a um limite máximo da jornada de trabalho)’이다. 즉
근로시간의 길이에 대한 제한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제203조는 통상근로시간의 최대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 제1항은 통상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도로 규정한다.
다만 동조는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첫째, 회사 또는 사
업장 근로자 대다수의 주휴일(dias de descanso semanal)에만 근로를 제
공하는 근로자의 일일 통상근로시간은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일일 4시간까지 증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둘째, 시작
되었으나 일일 근로시간의 종료 시점에 끝내지 못한 거래나 작업 기타 업
무에 대해서는 15분간의 수인이 가능하고, 그러한 수인은 예외적으로 인
정되며, 그러한 근로의 증가에 대해서는 4시간을 채웠을 때 또는 연도 말
에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셋째, 통상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감축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보수에 대한
감소는 금지하고 있다(동조 제4항).
근로시간의 길이를 설정하고 있는 법 규정의 특징은 하나의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
다는 점이다.
통상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지만, 단체협약 등
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법상 기준보다 적은 통상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통상근로시간이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 이후에는 사용자나 근로자 어
느 쪽에 의해서도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합의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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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수의 감축이 없는 한, 통상근로시간의 변경이 약간의 근로시간
감축을 의미하고 또한 회사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때에는 사용자에 의한
통상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하다.450) 이는 경영결정 기타 사용자
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만 뜻밖
의 사태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통상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임금이 75%까지 감축될 수 있다(법 제309조 제1항a). 회사의 비상
사태 시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하에 임시방편으
로 사용자의 결정으로 통상근로시간의 감축이 가능하다.451)
통상근로시간은 기본적인 법정 기준 외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약간의
차이가 허용된다. 예컨대, 법 제203조 제3항에서 언급된 15분의 수인한도
라든가 동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하
는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이 그러하다. 15분의 수인한도라는 개념은 특
이하고 예외적인 개념인데 이는 사실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란, 다른 근로자
들의 주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하는 자들은 일일 통상근로시간이 12시간
이 된다.452)

2. 연장근로
가. 개 념
법 제226조부터 제231조까지는 연장근로의 개념, 요건, 한계, 보상, 기
타 연장근로의 특별체계와 연장근로시간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연장근로
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226조에서는 연장근로(trabalho suplementar)의 개념에 대해 규정
하고 있다.453) 연장근로란 ‘작업일정표(horário de trabalho)’ 밖에서 제공
450)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p.501～502.
451)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288.
452)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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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근로를 의미한다. 여기서 휴일이나 축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연장근
로에 속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장근
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가산수당 계산과 관련하여 이
를 중첩적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휴일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행정해석상 휴일근로는 연장근
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하급심 판결은 휴일근로도
법정근로시간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서 가산수당의
중첩지급을 인정하고 있다.454) 그렇지만 포르투갈의 경우 연장근로 외에
휴일근로만을 별도로 지칭하는 용어는 없고, ‘평일의 연장근로(trabalho
suplementar em dia útil)’ 및 ‘주휴일이나 축일의 연장근로(trabalho suple
mentar em dia de descanso semanal ou em feriado)’라 하여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통칭할 때는 trabalho suplementar로 표현
한다.455) 왜냐하면 휴일이나 축일도 작업일정표 밖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개념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다 작업일정표 밖에 있는 보충
적인 근로라는 점에서 굳이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용어
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휴일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법 제268조에서는 평일의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주휴
일 혹은 축일(祝日)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달리 설정하고 있으며 후
자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다.
법 제226조는 연장근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시
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근로제공,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휴일
내지 축일(祝日)에 의해 보상되는, 48시간 내를 한도로 하여 원인에 관계
없이 활동의 중단을 보상하기 위한 근로제공, 셋째, 법 제203조 제3항에
규정된 15분의 수인한도에 속하는 근로제공, 넷째, 1일 2시간을 한도로
작업일정표 밖에서 수행된 직업훈련, 다섯째, 법 제257조 제1항b(단체협

453) 직역하면 ‘보충근로’지만 보충근로라는 용어는 우리 법상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
므로, 우리 법률용어에 맞게 연장근로로 표현한다.
454) 대구지법 2012.1.20. 선고 2011가합3576 판결.
455) 별도로 휴일근로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법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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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허용 한도 내의 근로시간 변형)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제공된 근로, 여
섯째, 근로자에 의해 주도된, 결근 기타 근로 미제공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동의하에 행해지는 근로제공(이 경우 연장근로의 1일 한도를
넘지 못한다), 일곱째, 화수목 각 요일 중에 하루에 해당하는 축일(祝日)
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 평
일을 휴가로 사용하도록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영업종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일을 보충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용자
의 결정에 의한 근로제공이다.
나. 연장근로 제공의 요건
연장근로는 회사가 노동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증가에 직면했을 때만
제공될 수 있고 단순히 근로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그 연
장근로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법 제227조 제1항). 그리고 불가항력의 사
유가 있거나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필수불가
결한 경우 연장근로 또한 가능하다(동조 제2항).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motivos atentíveis)가 있어서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제외를 요청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를 제공해야 한다(동조 제3항). 여기서 정당한 사
유는 구체화가 필요한 불확정 개념이다.456)
연장근로에 있어서는 단순히 근로자의 동의나 승낙이라는 주관적 요건
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 연장근로시간의 한계
법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법 제
228조).
첫째, 소기업의 경우 1년에 17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중기업이나 대
기업의 경우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 따른
456)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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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년에 200시간까지 가능하다.
둘째, 보통의 근로일의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셋째, 휴일이나 축일에 근로하는 경우, 평일의 통상근로시간만큼만 근
로할 수 있다.
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보상휴식
평일(dia útil, 근무일)의 연장근로의 처음 1시간은 25%, 그 다음부터는
37.5%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일이나 축일에 근로하는 경우
시간당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68조).457)
포르투갈의 경우 입법으로 평일의 연장근로와 주휴일이나 축일의 근
로를 구분하고 있고, 가산수당의 액수도 차등적으로 인정하는 특징이 있
다. 다만 주휴일이나 축일에 근로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평일의 연장근로
보다 가중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주휴일이나 축일에 근로하는 것은 그 자
체로 연장근로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연장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간휴식(descanso diário, daily rest)의 향유
가 저지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다음 평일 3일 중 1일을 선택하여 부족
한 휴식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급보상휴식을 누릴 수 있다(법 제229
조 제3항). 의무적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다
음 평일 3일 중 1일을 선택하여 유급보상휴일로 사용할 수 있다(동조 제4
항). 보상휴식의 시간적 범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정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정한다(동조 제5항). 입법의 태도로
보건대, 평일에 근로하고 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후 그 다음 주 평일에
계속 근로하는 식으로 전혀 쉬지 않고 근로하는 그런 형태를 상정하고 있
지는 않은 것 같다.

457) 이는 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평일의 연
장근로의 경우 처음 1시간은 50%, 그 다음부터는 75%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
록 했고, 주휴일이나 축일에 근로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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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장근로의 특별한 체계
다음 교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의 예상 밖의 부족으로 인
해 의무적인 주휴일에 2시간을 넘지 않는 연장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그 다음 평일 3일 중 1일을 선택하여 부족한 휴식시간에 해당하
는 만큼의 유급보상휴식을 누릴 수 있다(법 제230조 제1항).
대중에 대한 판매를 위한 순회적(巡廻的) 약국서비스(os turnos de serviço
de farmácias)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연장근로의 시간적 한계나 보상
휴식은 특별입법으로 정해진다(동조 제4항).
바. 연장근로시간의 기록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그 기록 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몇 가지
만 보면, 예컨대, 사용자는 연장근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연장근로의
시작과 종료를 기록해야 한다든가(법 제231조 제1항), 근로자는 연장근로
제공 직후 그 기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는 때는
연장근로의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든가(동조 제2항), 사업장 밖에서 연장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는 연장근로 제공 후 15일 이내에
확인된 기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는 회사로 복귀한 직후 기
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동조 제3항) 등이 그러하다.
사. 연장근로의 특례의 존부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 가능한가라는 소위 연장근로의 특례에 대
해서는 적어도 법상으로는 명문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연장근로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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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조정

1. 교대근로
가. 개 념
교대근로(trabalho por turnos)라 함은 팀 노동에서 그 구성원들이 연
속적 또는 불연속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일정하게 정해진 속도에 따라서
정해진 날 또는 주 내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20조).
나. 요 건
교대제 근로는 사업장의 가동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법 제221조 제1항). 교대제 근로는 가능한 한 근로
자들의 이해와 선호도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각각의 교
대근로는 통상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3항).
근로자는 주휴일 이후에 자신의 교대를 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지
속적인 노무제공이 필요하거나 중단되면 곤란한 노무제공을 수행하는 근
로자들, 예컨대, 감시직․보안직․경비직 그 밖에 노무제공이나 생산의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7일
중에 1일의 휴식을 보장받으며 이를 넘어서는 휴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에도 이를 침해받지 않는다(동조 제5항). 사용자는 각각의 교대근로에 대
해 별도의 기록을 해야 한다(동조 제6항).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사용자는 교대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무에 맞게 안전과 보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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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호를 구성해야 하고, 교대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
등하고 즉각적인 보호의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법 제222조).

2. 야간근로
가. 개념 및 요건
법에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개념 규율을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한다. 특징
적인 면은 야간근로의 시행 여부를 단체협약 등에 맡기는 경우 법상 요건
을 엄격히 갖추어야 하고 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언급도 없는 경우에 비로
소 법상 기본 규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으로 야간근로를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당일
자정부터 그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최소 7시간에서
최대 11시간까지의 기간 동안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만 법이 인정
하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법 제223조 제1항).
단체협약 등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당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가 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동조 제2항).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수당이 인정된다(법 제266조).
나. 야간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규율
법에서는 야간근로 그 자체 이외에도 야간근로자(trabalhador noturno)
를 별도로 개념 정의하고 이들의 근로시간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야간근로자라 함은 근로자가 각각의 날에 최소한 3시간 이상 야간근로
를 하거나 1년의 근로시간 중 일부라도 야간근로 시간대에 하루에 3시간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야간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단체협약
등으로 달리 정해질 수 있다(법 제224조 제1항).
근로자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특별한 위험이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야간근로자의 경우 24시간 동안에 8시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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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업무로는 (ⅰ) 단순하거나 반
복되거나 고립된 업무, (ⅱ) 건설, 철거, 굴착, 터널 공사, 교통중단 없는
철도 및 도로공사, 추락이나 매장될 위험이 있는 업무, (ⅲ) 채굴, (ⅳ) 폭
발물의 제조, 운송, 사용, (ⅴ) 고압전기 이용 내지 접촉 업무, (ⅵ) 압축
혹은 액화 등 가스의 제조 및 운송, (ⅶ) 위험성, 독성 등 평가 등이다(동
조 제4항). 다만 이 규정은 불가항력이나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거
나 회복하기 위하여, 그 밖에 임박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조 제6항).
한편, 야간근로자에 관한 이러한 규율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적용이 제
외되는 관리직, 감독직 기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없다(동조 제5항).
다. 야간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법에서는 야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율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를 야간근
로자로 배치하기에 앞서 야간근로와 관련된 위험성을 조사하고 평가해야
하며, 야간근로가 근로자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
해 자유롭고 비밀이 보장되는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적어도 매년) 실시
해야 한다(법 제225조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자의 업무와 관련
된 위험성 조사평가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동조 제3항). 교대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는 야간근로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동조 제4항).

3. 근로시간의 유연화 제도
가. 개 관
근로시간의 고정성이라는 엄격성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경향성이 관찰
되는데, 소위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바로 그것이며 기업은 다양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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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의 개시와 종료에 있어
서 유연성이라든가 하루 동안 근로에 제공되는 시간에 있어서의 유연성
등이 그러하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한편으로는 통상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며 합법적이고 기업의 경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측면
이 있다. 다른 한편, 근로자의 출퇴근을 다양화시켜서 교통지옥을 피하게
하기도 한다.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집중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좌제, 근로시간의 적용제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시
간의 유연화가 채택된 경우 근로자는 이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458)
나. 통상근로시간의 변형–탄력적 근로시간제
1) 개념
법이 비록 통상근로시간의 양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한,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통상근로시간
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를 ‘통상근로시간의 변형(adaptabilidade de
período normal de trabalho)’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나라로 보자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념에 해당한다.
이 제도는, 노동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또 근로시간의 문제
에 관한 입법사에서 기본이 되는 준거들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성
(fixidez)’이라는 전통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459)
이 제도는 미성년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74조, 제87조, 제58조).
2) 유형
근로시간의 변형은 절차적 측면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개별적 합의를 통한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노사
458)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10. 포르투갈에서는 논자에 따라서
근로시간 계좌제와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도 근로시간의 유연화 범주에 포함시켜
바라보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근로시간 계좌제와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는 별도
로 서술하기로 한다.
459)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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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집단적 합의, 주로 단체협약을 통한 방법이다. 개별적 합의에 의한 것
보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경우가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특정주에 총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1일당 4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
하며, 다만 불가항력(força maior)에 의한 경우에 근로한 부분은 그러한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법 제204조 제1항). 다만 통상근로시간 변
형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시간은 2개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평균하여 주
당 5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동조 제2항). 통상근로시간의 변형을 규정
한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는, 팀, 경제적 단위․분과 등 소속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러한 집단적 합의를 선택하거나 그러한 합의를 선택한 노
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해당 단위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법 제
206조 제1항).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그 단위 소속 근로자가 다른 단체협
약의 적용을 받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동조 제4항).
통상근로시간의 변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특정일에 2시간까지 추가적인 근로가 가능하고 특정주에 50시
간을 넘지 못한다(법 제205조 제1항, 제2항 본문). 이 경우에도 불가항력
에 의한 추가 근로라면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동조 제2항 단서).
특정주에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에
는 법정근로시간보다 통상근로시간이 감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라도 그 감축은 1일 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특약이
있으면 1일 혹은 반일(半日)의 감축도 가능하고, 이러한 감축의 경우에도
식사 보조금(subsídio de refeição)에 대한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동
조 제3항). 즉 식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규정이다. 한편 이러한 합의는 사용자에 의한
서면으로 된 제안에 의해 체결될 수 있는데, 14일 이내에 그 제안에 대해
근로자 측의 서면 반대가 없는 한, 근로자 측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동조 제4항).

300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3) 단위기간
통상근로시간 변형을 위한 단위기간은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가 있
는 경우에는 12개월까지 가능하고,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가 없는 경우
에는 4개월까지 가능하다(법 제207조 제1항).
다만 단체협약 등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위기간
은 6개월까지 증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러한 특별한 경우라 함은 근
로자의 역할, 근로장소, 근로자의 특정한 상황, 업무 내용 등에 의해 정해
지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예컨대, 근로자가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닌
관리감독직인 경우,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주거지 간의 물리적 거리가 큰
경우, 근로자가 감시직․보안직인 경우, 업무의 속성상 계속성이 필요한
경우(항구, 공항, 방송, 우편, 통신, 가스, 수도, 전기, 청소, 농업, 운송, 사
고가 있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등
이 그러하다(동조 제2항).
다. 집중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유연화의 연장선 상에서 법은 통상근로시간의 변형 이외에
집중근로시간제(horário concentrado)를 도입하고 있다. 집중근로시간제
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근로를 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통상근로시간은 1
일 4시간까지 증가할 수 있다(법 제209조 제1항).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가능하며 1주일에 4일을 한도로 집중
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동조 동항 a).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
를 통해 이를 규정하는 경우, 연속적으로는 최대 3일간 가능하며 최소 2
일의 휴식일이 있어야 하고 평균하여 1주당 법정 통상근로시간이 준수되
어야 하며 단위기간은 45일로 한다(동조 동항 b). 집중근로시간제의 적용
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시간 변형(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동조 제2항). 즉 집중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으로
집중근로시간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과 적용요건을 규정하여야 한
다(동조 제3항). 법은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집중근로시간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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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만 특별히 보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
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로 이를 규정하는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공통점은,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규정하
는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의 범위가 보다 넓고 그만큼 요건이 엄격하고 보
상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은 법적 한계를 준수해야 하는 반면, 집중근로시간제
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법 규정상 집중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집중근로시간제가 어떤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유리한 면이 있는
지 불분명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
는 유인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5절 휴식과 휴일

1. 개 관
포르투갈 헌법은 제59조 제1항 d에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o direito
ao repouso e aos lazeres)’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근로시간에 대한 제
한, 주휴일, 유급정기휴가 등을 의미한다.460) 헌법에서의 이러한 보장은,
휴식권이 국가를 통해 근로자의 원기 회복에 우호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고 주관적 권리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모든
근로제공의 중단이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라는 범주하에서 법적 근거
를 가지는 것은 아닌바, 축일(祝日, feriado)의 경우는 근로제공의 중단을
460) 연차휴가는 본고의 논의 범위(근로시간 관련 주제)에 속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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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법적 근거에 차이가 있다.461)

2. 휴 게
휴게(descanso)는 하루의 근로시간 동안에 보통은 식사 특히 점심식사
를 목적으로 근로의 중단이 인정되는 시간이며,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다.462)
1일 근로시간 동안에는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근로자가 연속하여 5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로시간
이 10시간 이상인 경우 연속하여 6시간을 넘어서 근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법 제213조 제1항).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6시간까지 연속된 근로제공이 가능할 수
있고 휴게시간이 감축되거나 배제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
다(동조 제2항). 이 경우 휴게시간을 배제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근로자에
게 이익이 되거나 특별히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
로 가능하며, 적용되는 근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와 근로자 대표 등에
대한 통지를 필요로 하고, 사용자의 청구에 의해 관할 노동감독기관이 허
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제3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청구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이는 묵시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감시, 운송, 전자보안, 기술적 이유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노동과정을
수행하거나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관리직․감독직 기타 독립적 의
사결정 직책에 속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6시간 이상의 연속된 근로를
의미하는 식의 휴게시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조 제5항).

3. 일간휴식
법 제214조에서는 일간휴식(descanso diário)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근
461)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p.336～337.
462)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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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는 연속된 근로일 사이에 최소한 11시간의 휴식시간, 즉 일간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법 제214조 제1항).
그렇지만 11시간의 일간휴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
다. 첫째, 관리직․감독직 기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직책 등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 둘째, 불가항력의 경우라든
가 회사의 중대한 손실을 복구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즉각적인 사고나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생존을 위한 경우 등에 있어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 셋째, 특히 청소 업무에서처럼 업무의 성격상 근로
시간이 그날 동안 분할되는 경우, 넷째, 법 제207조 제2항의d(경비, 감시
등)와 e(노무제공 또는 생산의 계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에서처럼463) 노무
제공 또는 생산의 계속성이 필요하거나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의 경우가
그러한데, 다만 도시의 정기여객운송은 예외적으로 일간휴식에 대한 규
정이 적용되고, 관광안내에 있어서 근로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
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해당 근로자에게 증가한 근로시간만큼 그에 상응
한 보상적 휴식을 보장하는 한 일간휴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조 제2항).
한편 관리직․감독직 기타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직책 등
근로시간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와 불가항력의 경우라든가 회
사의 중대한 손실을 복구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즉각
적인 사고나 사고위험으로부터의 생존을 위한 경우 등에 있어 연장근로
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11시간의 일간휴식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회복에 적절한 휴식시간은 보장되어야 한
다(동조 제3항).

463) 동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거주시설, 교도소 또는 병원 기타 유사 시설에서의 응급수용, ⅱ) 항구 또는
공항, ⅲ)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제작, 우편, 통신, 구급대, 소방대, 민간경
비, ⅳ) 가스・수도・전기 생산 및 공급, 청소 또는 소각시설, ⅴ) 기술적 이유로
인해 중단되어서는 곤란한 공정을 지닌 산업, ⅵ) 연구개발(R&D), ⅶ) 농업, ⅷ)
도시의 정기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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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휴일
근로자는 적어도 1주일 중 1일의 휴일, 즉 주휴일(descanso semanal)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법 제232조 제1항). 주휴일은 역법(曆法)상의 1일에
해당해야 하며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종료되는 시간의 한 조각을 의미
한다.464)
의무적인 주휴일은, 특별입법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다(동조 제2항). 일요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은, 가
동을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완전히 중단하거나 서로 다른 일요일 중에 하
루 동안 중단해야 하는 경우의 회사나 회사의 부문, 가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의 회사 내지 회사의 부문, 나머지 근로자들의 휴식일에 근로
를 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감시 또는 청소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시회나 시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다(동조 제2항 a, b, c, d, e).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 또는 근로계약으로 1년 중 모든 주 혹은 일부
주 동안 연속적 혹은 불연속적으로 보충적인 주휴일을 설정할 수 있다(동
조 제3항).
동일한 가족집단이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는 가능하면 언제나 그 근로
자들이 요청하는 동일한 날에 주휴일을 할당해야 한다(동조 제4항).
그 밖에 법은 주휴일과 일간휴식의 연속사용을 인정한다. 의무적인 주
휴일과 법 제214조에서 규정된 11시간의 일간휴식은 붙여서 향유할 수
있다(법 제233조 제1항). 의무적인 주휴일에 붙여서 보충적인 주휴일이
향유되는 경우 11시간의 일간휴식은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된 것으로 간주
된다(동조 제2항). 다만 동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근로시간 적용제외가 인정되는 관리직․감독직 기타 독립
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직책의 근로자, 둘째, 청소업무처럼 업무의 특
성상 근로시간이 그날 동안 분할되어 있는 경우, 셋째, 법 제207조 제2항
의 d, e, h의 경우(단, e의 ⅷ 제외),465) 넷째, 관광안내 업무에서 예측가능
464)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342.
465) d) 경비, 보안 등, e) 노무제공 또는 생산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활동.
i) 거주시설, 교도소 또는 병원 기타 유사 시설에서의 응급수용, ⅱ) 항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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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 증가의 경우가 그러하다(동조 제3항). 도시의 정기여객운송의 경
우 특히 승객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의 휴식의 보장이 중요할 것인데, 법
이 이런 점을 반영하여 그의 휴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5. 축 일
축일(祝日, feriado)을 누릴 권리는, 본래 근로자의 회복과 휴식을 위해
그에게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준다는 관점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어떤 날에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종교적․문화적
관점에서 모든 사업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기념해야 하는 의무가 인
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다. 즉 근로자는 공민으로서 이
를 축하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만약 사용자에게 축일에 사업장 가동을
중단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도 축일에 근로하지 않을 권리
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축일을 누릴 권리는 근로자의 휴식권이라는
노동법적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466)
의무적인 축일(feriados obrigatórios)은 1월 1일, 성(聖)금요일, 부활절,
4월 25일, 5월 1일, 6월 10일, 8월 15일, 12월 25일이다(법 제234조 제1항).
성금요일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부활절 기간 중 다른 날이 될 수도 있
다(동조 제2항). 특별입법으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의무적인 축일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의무적인 축일은 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이므로 절대로 단체협약으로는 설정될 수 없다.467)
다만 법에 의해 엄격한 제약을 받는 의무적인 축일 이외에 노사 당사
자 간 합의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 임의적인 축일(feriados facultativos)

공항, ⅲ) 인쇄,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제작, 우편, 통신, 구급대, 소방대, 민간경
비, ⅳ) 가스․수도․전기 생산 및 공급, 청소 또는 소각시설, ⅴ) 기술적 이유로
인해 중단되어서는 곤란한 공정을 지닌 산업, ⅵ) 연구개발(R&D), ⅶ) 농업, ⅷ)
도시의 정기여객운송, h) 예상외 기타 불가항력적 사정.
466)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p.343～344; Pedro Romano Martinez
(2013), 앞의 책, pp.525～526.
467)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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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존재한다. 법에서는 의무적인 축일 이외에도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
또는 근로계약을 통해 카니발 화요일(terça-feira de Carnaval)과 해당 지
역의 시(市)가 정하는 기념일(feriado municipal)을 축일로 정할 수 있도
록 인정하고 있다(법 제235조 제1항).468) 다만 이렇게 정해진 임의적인
축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동조 제2항). 그런데 임의적인 축일은 ‘임의적(facultativo)’
이라는 그 성격상 본래 사용자에게 사업장 가동중단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469) 따라서 노사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제공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일요일에 허용되지 않는 모든 활동들은 의무적인 축일로 인정된 날에
도 중단해야 한다(법 제236조 제1항).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 기타 근로
계약으로도 법에서 정해진 의무적인 축일과 임의적인 축일 이외의 다른
축일을 설정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제6절 근로시간에 대한 특칙과 예외

1. 근로시간 계좌제
가. 개 념
법에서는 2009년부터 근로시간 계좌제(banco de horas)를 도입하고 있
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고정된 근로시간의 존재를 전제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
안 실제 근로제공 시간의 확장을 인정함으로써 정산 후 초과분에 대해서
는 자유시간 또는 금전으로 보상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보통은 연간 주기
468) 카니발 화요일은 정부가 지정한다.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26.
469)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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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산할 수 있는 일종의 계좌로 설정된 것
이다.470) 근로시간 계좌제는 통상근로시간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만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471) 즉 근로시간 계좌의
한도 내에서는 일반적인 연장근로의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인정되
지 않는다.
근로시간 계좌제에는 집단적 합의를 통한 방식과 개별적 합의를 통한
방식이 있다. 그리고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팀이나 부서 단위로 적
용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나. 종류와 내용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할 수 있다(법 제
208조 제1항). 통상근로시간은 1일 4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고, 1주 60시간
에 이를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증가분은 1년간 200시간을 한도로 한다
(동조 제2항). 동조 제2항에서 언급된 연간 한도는, 근로시간 계좌제의 활
용이 근로자 수의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인 경우 단체협약 등 집단
적 합의에 의해 제한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적용될 수 있는 한도는 12개
월까지의 기간 동안이다(동조 제3항).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규율되어야 하는 명문의 사항은 세 가지이
다(동조 제4항). 첫째, 증가한 근로제공에 대한 보상이다. 이 보상은 추가
적 노동에 상응하는 추후 근로시간의 감축, 휴가 기간의 연장, 금전지급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하면 된다. 둘째, 근로제공의 필요성을 사전에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증가한 근로의 제공을 보상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감축시켜 주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이때 사전에 근로시간 감축의 사용을 사용자나 근로자 중 어느 일방이 타
방에게 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주도적 의사 혹은 근로자의 주
도적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자의 주도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로 체결될
470)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305.
471) Júlio Manuel Viera Gomes․Catarina de Oliveira Carvalho(2011), 앞의 책,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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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이 경우 통상근로시간은 1일 2시간까지 증가할 수 있고, 근로
시간은 1주 50시간에 도달할 수 있으며, 1년간 증가분은 150시간을 한도
로 하며, 이 합의에는 전조 제4항의 규율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법 제
208-A조 제1항).
근로시간 계좌제를 채택하는 개별적 합의는 사용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안될 수 있으며, 법 제205조 제4항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할 것을 전제
로 근로자에 의해 승낙될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208-A조 제2항).
법 제206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팀 내지 부서(equipa,
secção ou unidade económica) 단위로 근로시간 계좌제를 적용할 수 있
다는 점을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규정할 수 있다(법 제208-B조 제1
항). 팀 내지 부서 근로자의 75% 이상이 전조 제2항에 언급된 사용자의
제안을 승낙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팀 내지 부서 근로자 전체에게 근로
시간 계좌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법 제206조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
다(법 제208-B조 제2항). 다만 팀 내지 부서 단위의 근로시간 계좌제에
반대되는 내용의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동조 제3항).

2. 근로시간 적용제외(isenção de horário de trabalho)
가. 개 념
근로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관리직, 감독직, 선임
직 기타 이를 보좌하는 직책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법에서는 근로시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472) 다른 한편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retribuição)을 근로자 측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472) Pedro Romano Martinez(2013), 앞의 책, p.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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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제265조에서는 특별한 요건하에서 그 보상을 인정하고 있다.473)
나. 요건과 내용
근로자의 직책이 관리직, 선임직, 감독직이거나 그런 직책을 보좌하는
경우라든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작업일정표 밖에서만 효과
가 있는 예비적 또는 보충적 근로라든가 상급자의 즉각적인 통제가 불가
능한 원격지근로 내지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에서
적용 제외될 수 있다(법 제218조 제1항).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근로
시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노사 당사자는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에서 적용 제외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유형의 선택이 가능하고 양 당사자는 ‘통상근로시간
의 최대한도에 종속되지 않는 것’, ‘1일 또는 1주당 통상근로시간의 일정
한 증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이 세 가지 중에서 선
택할 수 있다(법 제219조 제1항).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서 유형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시간
의 최대한도에 종속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단, 근로시간의 적용제외가 존재하더라도 주휴일(의무적․보상적 불
문), 축일, 일간휴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3항).
다. 보상에 대한 특칙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로 정
한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설사 단체협약 등
집단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일당 1시간에 해당하는 연
장근로 또는 1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가 인정된다(법 제265조 제1항). 관리직이나 감독직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특별 보상에 대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73) António Monteiro Fernandes(2012), 앞의 책,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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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연장근로와 다른 근로시간제도의 결합 여부에 대한 검토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53조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를 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
의를 통한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동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연장
근로까지 인정하고 있다.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와 비교할 때, 우리 근
로기준법이 의미를 가지는 지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이다. 근로기
준법 제53조 제2항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 연장근로의 한계를 규
정함으로써 연장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에 반해,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의 변형
소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간의 관계라든가, 근로시간 계좌제
와 연장근로 간의 관계라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계좌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포르투갈 근로시간법제가 집중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관
계에 대해서는 서로 배척하는 관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보면,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좌제가 서로 다른 요
건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
인 규정이 없다는 점은, 법 해석상 연장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근
로시간 계좌제가 서로 결합이 될 수 있는 틈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해진다.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계좌제에 관한 규정 어디를 찾
아보아도 서로 간의 동시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각
제도가 서로 다른 요건을 갖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세 가지 제도의 결합
이 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만약에 연장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근로시간 계좌제 간의 결합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최대 18시간까지 가능해질 수 있는데도 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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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일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즉 ‘1일 8시간의 통상근로시간+1일 2시간
의 연장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추가되는 1일 4시
간의 근로시간+근로시간 계좌제가 적용되는 경우 추가되는 1일 4시간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행 입
법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 현행 포르투갈 근로시간법제가 이런 식의 맹
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입법 과정에서 대단히 부주
의했고 현행 법이 ‘일종의 합법적인 노예 체제(uma espécie de regime de
escravatura legalmente legitimada)’를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랄하
게 비판하고 세 가지 제도 간에는 동시 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474)

제7절 소 결

유럽의 서쪽 변방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역사적․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다른 서구 유럽국가에 비해 산업화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포르
투갈 역시 산업국가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비
교할 때, 포르투갈은 방대하고 상세한 노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내용도 풍부하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첫째,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식시간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여 쌍방향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
다는 점, 둘째,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인접 개념들을 함께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의미를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하려고 입법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는 점, 셋째,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넷째,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연장근로의 허용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과 함께 객관
적 요건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휴일이나 축일의 근로도 연장근
474) David Falcão(2012), “Banco de Horas : A Escravatura legal no código do trabalho
português(lein. º 7/2009)”, Julgar(on line).

312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일곱째,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로하는 그런 방식
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덟째, 교대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는 점, 아홉째, 야간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열째, 근
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
하고 있다는 점, 열한째, 근로시간 적용제외에 대해 그 대상근로자와 요
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열두째, 휴식을 다양한 종류로 규정하
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를 들여다보면, 그 다양하고 상세한 내용들의
기저에는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념이 깔려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물론 근로시간과
관련된 실태를 보아도 포르투갈에서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포르투갈이 오랜 기간의 독재로 인해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현재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적․재정적으로 위기 속에 있어서
소위 PIGS로 평가되고 있는 점 등이 노동 관련 개혁과 맞물리면서 탄력
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라든가 근로시간 계좌제의 도입
을 초래하였고 가산수당 감축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는 점은 비판
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법 개정이 근로시간의
증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흘러왔고 또한 서로 다른 근로시간제도 간에
동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적 불찰이 장시간의 근로를
허용하는 틈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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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1. 주요 용어
가.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이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근로시간법 규율의 출발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제1항과 제2항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
간을 초과할 수 없음과 이 근로시간의 산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는 점을 정하고 있다. 더하여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
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반 근로자의 1주와 1일의 법정기준시간의 길이를 정하고
있다. 먼저, 판례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는 단위는 1주
와 1일이다. 일반 근로자에 관해서는 1주를 초과하는 단위, 예를 들어 1월
이나 6월 또는 1년 단위의 기준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점은 연소자
의 경우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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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단위(1주 12시간 이내)에서만 있
고, 1일 단위에서는 없다.
둘째, 1주의 기준시간과 1일의 기준시간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즉 양자는 별도의 기
준이다. 그러므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의 합
산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역으로 1주의 합산은 40시간 이내이더라도 1
일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각각 연장근로가
된다.
셋째,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①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는 점 즉 실(實)근
로시간으로 산정한다는 점과, ②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점, 그
리고 ③ 근로시간성 판단에서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인가 여부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휴게시간이 근로
시간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
로시간의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이
다(근기법 제54조 참고). 그러므로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의 시간
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즉 자
유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이 사전적으로 확정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휴식을 취한 시간과는 다르다. 그 결과
비록 외형상 쉬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제50조 제3항은 그 점
을 확인하고 있다.476)
475) 연소자 즉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
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근기법 제69조). 그리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안법 제46조).
476)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판례를 입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일관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보아 왔다. 예
를 들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
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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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기준시간
법정기준시간은 우리 근로시간법이 근로시간 규율의 출발점으로 정한
기준시간을 지칭하기 위해 강학(講學)상 사용하는 용어이다. 법상으로는
후술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정의할 때(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사용하는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
로시간’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 1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일반 근로자, 즉 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8세 미만인 자의 기준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이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기준시간이
다.「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이란 ‘1일 6시간, 1주 34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으로서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즉 ‘유해하거나 위
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준
시간이다.477)
이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이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를 ‘제53조ㆍ제
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라고 정의한다. 유해위
험작업에서는 연장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제56조는 일반
근로자와 연소자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제53조
에 따라 연장된 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그것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
하고 있는 제51조와 제52조 포함)를 초과하는 시간이고, 제59조에 따라
연장된 시간은 특례사업에서 제53조 제1항의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시
간을 말하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이란 연소자의 기준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한다.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477)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
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
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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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정근로시간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
간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즉 법정기준시간의 범위에
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스
스로 정한다는 점에서 약정(約定)시간이지만, 그 약정의 유효성이 법정기준
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약정시간과는 다르다.
소정근로시간은 여러 용도로 사용된다. 우선,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대상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의 산정단위인 통상임
금은, 가산임금대상 근로가 시간 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역시 시
간급통상임금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의
대가이다.478) 둘째, 단시간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상 ‘단
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
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8호). 셋째, 각종 법령상 보호로부터 제
외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소정근로시간의 가장 흔한 용도는, 아래에서
보듯이, 이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의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
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령 및 각종 사
회보험법령에서의 적용제외 조항들이다.

<소정근로시간을 통한 적용제외 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478) 그에 비해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 요건으로서 출근율 계산에서는 소정근로일이
단위가 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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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
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
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정(所定)근로시
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적용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 제2호에서 “소정근로
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
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
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
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
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
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
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제18
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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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식시간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근로자가 노동(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 한다. 우리나라
에서는 일반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식시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없고, 오
직 선원법에서 선원에 대해서만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다.
선원법은 장기간 선상근무라는 선원 근로의 특성상 출퇴근이나 근로일
과 근로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감시단속적 업무나 대기가 상시적
이라는 점, 교대근무가 일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
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휴식시간을 정하고 있다. 즉 선원법 제60조 제3항
은 “선박소유자는 …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
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
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속되어야 하고 연속적
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선원법(법률 제12538호, 2014. 3. 24.)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으로 한
다. 다만,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합의하여 1주간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을 연장(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해당직근무를 하는 선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에서, 그 밖의 선원에게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외근
로를 명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임의의 1주간에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임의의 24시간에 대한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은 한
차례만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된 휴식시간 중 하나는 최소 6시간 이상 연
속되어야 하고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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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가. 법상 근로시간, 임금시간, 계약시간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근로시간이라는 개
념은 법적 개념으로서 대개 형벌적용의 요건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근
로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위반하였는지(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
과하였는지), 또는 같은 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로서 가산임금지
급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 문제되는 시간으로, 동시에 각 조문들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서 구성요건이 된다. 그래서 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의 합의나 취업규칙의 정함과는 별도로 법적 관점에서 객관
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임금시간은 임금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시간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
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근로관계당사자는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은 임금시간
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존재하는 시간으로 임
금시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된다. 가령, 사용자가 어
떤 근로자에게 특정한 시간대에 출근하지 않았다거나(지각), 노무를 제공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과연 그 시간대에 근로
자에게 근로의무가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시간
이다. 근로의무는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에서 종업시각 사이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는 당사자가 법정기준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근로의무는 반드시 소정
근로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같이 별도
의 약정에 의해서도 근로의무는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근로계약상 근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거의 대부분 중첩되지만, 이른바 ‘소정
외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합의에 의해 행해
지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와 같이 전자만이 문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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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도 존재한다.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임금시간 역시 당사자의 의사(약정)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가령 근로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임
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과 같이 양자를 다르게 정하는 합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근로시간 계산의 원칙 : 실근로시간에 의한 계산
판례는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
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479) 여기서 ‘실(實)근
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구속시간을 뜻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 즉 실근
로시간으로 계산한다. 이에 해당하는가 여부 그리고 시간 수는 당사자
의 합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
다.480)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
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8시간’을 초과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가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
악된다. 즉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은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이를 근로시간
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다.481) 근로자가 사용자
의 지휘명령하에 있었는가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
다.482) 그러므로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외
47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480) 일본의 경우 이러한 입장을 객관설이라고 하는데 판례․학설의 압도적 다수가
이를 지지한다. 최고재 역시 객관설을 취하고 있다. 객관설 이외에 주장되는 학
설로는 이른바 ‘약정기준설’과 ‘이분설’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和田肇(2003), 東
京大學勞働法硏究會編,『註釋勞働基準法(下)』, 有斐閣, pp.508～513 참조 바람.
481) 김유성(2005), 노동법Ⅰ, 법문사,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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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쉬는 시간으로 보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는 시간(대기시간)이나 본래의 업무는 아니지
만 그 활동이 근로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
다.483) 반면에 퇴근시간 이후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수인이 없는 상
황에서 임의로 제공된 근로는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사용
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484)

3. 노동밀도(근로의무의 강도)와 근로시간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무는 동안
의 시간은 노동밀도, 즉 근로의무의 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의무가 전혀 없는 휴게시간,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근로의무의 강도가 양자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기시간이 그것이다. 대기시간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시간으로 작업 준
비 시간(작업 개시 전 작업복 착용, 준비 체조, 업무 인수 등을 하는 시간)
과 작업 마무리 시간(작업 종료 후 작업복 탈의, 업무 인계 등을 하는 시
간)이 있다.485) 한편, 일ㆍ숙직 근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모호하거나 난
해하다. 일ㆍ숙직을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인지, 근로로 보지만 근로시간
계산에서는 통상의 근로와는 다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전자 즉 일ㆍ숙직 근무가 근로가 아니라고 본다면 그것의 법
적 성격은 도대체 무엇인지?
482)
483)
484)
485)

김유성(2005), 노동법Ⅰ, 법문사, p.140.
김유성(2005), 노동법Ⅰ, 법문사, p.140.
김유성(2005), 노동법Ⅰ, 법문사, p.140.
행정해석은 이 경우에도 대기시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고용
노동부는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 인수인계 및 작업 준비 시간,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 종료 후 요금통을 반환하고 재설치하는 시간, 방송사에 방송
소품과 의상 등을 제공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야외 녹화 종료 후 녹화에 사용한
물품 등을 트럭에 싣고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그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았다(근기
68207-875, 1996. 7. 1; 근기 68207-1029, 1996. 8. 1; 근로기준과-5441, 200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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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시간의 근로시간성
대기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고,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서 그 사실이 명문화되어 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면 족하고(이른
바 ‘이행제공’의 상태),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
제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486)
나. 대기시간과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도재형 교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중간 영역 혹은 경
계선”에 있는 것으로, “이념적으로,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전적으로 종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근로시간과 다르고 휴게
시간과 비슷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휘명령권에 잠정적․부분적으
로 종속된다는 점에서 휴게시간과 다르고 근로시간과 유사하다”고 지적
한다.487)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성 외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등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시
간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대기시간도 산업재해인 과로
의 원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등이 그것이다.488)

486)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68
참조.
487)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63.
488)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65.

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323

다. 대기시간 규율의 개선 방향
도재형 교수는 대기시간의 딜레마를 다음처럼 파악한다. “대기시간이
문제되는 것은 그것을 휴게시간으로 취급함으로써 법률상 각종의 의무에
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도와, 다른 한편으로 그 시간에 관해 전
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지휘명령권의 잠정적․
부분적 행사 범위 안에 두어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를 법률을 통해 적절히 규율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근
로시간 제한 법제의 취지 및 ‘권한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적절한 부과’라
는 노동법의 이념을 위에서 살펴본 대기시간의 특성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이다.”489)
그리고 “현재 한국의 대기시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방법
은 업종별 혹은 사업 및 사업장별 사정 및 대기시간제도의 특성 등을 고
려한 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
음과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외에도 중간적 시간을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490)
489)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85.
490)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p.86～
87. “첫째, 업무의 실제 수행이 없는 막간들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고용(호텔,
카페, 레스토랑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준근로시간
(heures d'équivalence)’이다. 이들 호텔, 카페, 레스토랑 분야의 법정근로시간(내
지 기준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39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둘째, 근로자가 사용자
의 항상적이고 즉각적인 처분하에 있지 않으면서 사업의 업무를 위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거나 근접 거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호
출 대기시간(astreinte)’이다. 호출 대기시간에 대한 규율 및 보상은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에 맡겨져 있으며, 이것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정할 수 있다. 다만 후
자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기업위원회(기업위원회가 없는 경우
에는 종업원 대표)와 협의를 거치고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셋째, 특정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인 경우에 근무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는
시간(temps d'habillage et de déshabillage)’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협정 또는 근로계약에서 금전보상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근무복의 착의 및 탈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지만, 금전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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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숙직 근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 외에 일․숙직 근무를 하는 경
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러한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판례는 일숙직 근무는 주된 근로계약에 부
수하여 체결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 근로제공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는 어렵지만, 다만 일숙직 근무가 주된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일숙직이라는 명목에도 불과하고 가산임금지급
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491)
｢원고들의 숙․일직 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
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
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여
부, 숙․일직 근무 중 입원환자 또는 응급환자에 대한 투약을 위한 조제
등의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원고들의
숙․일직 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
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 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이 경우에도 정시의 수면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수면시
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숙․일직 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고
등의 숙․일직 근무 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숙․일직 근무의 태양에 관한 증거로
서는 제1심증인 김향숙의 증언이 있을 뿐인데 그 내용은 “원고들은 모두
약사로서 여자들인데 숙․일직근무시 경비 감시 등의 감시적 단속적 업
491)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대법원 1995.1.20. 선고 93다46254 판
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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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투약을 위한 조제 등 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
였다”라는 것이어서 숙․일직 근무의 양과 질에 관한 태양의 구체적 내
용이 애매모호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숙․일직 근무의 내
용이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 업무라고 주장한 이상 원고들의 숙․일
직 근무의 태양을 확정하는 데 필용한 위 적시의 제반사정을 좀 더 석명
하고 심리하여 원고들의 숙․일직 근무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단속적 대기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위 김향숙의 증
언만으로 원고들의 숙․일직 근무시간 전부를 통상의 근로로 인정하였으
니 이 점에서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
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
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
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
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
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
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일․숙직 근무는
비록 원고의 평소 관장업무와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소 관
장하는 관리업무와 상당한 정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밀도
나 긴장 정도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뒤처지지 않고,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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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도 않으며,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시
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직근무의 경우에는
18:00시부터 다음 날 08:30시까지 14시간 30분의 근로 중 버스운행의 감
독․통제, 주차질서 통제, 입금감독 및 정비지시 등의 일을 마치는 02:30
시경부터 버스가 운행을 개시하는 04:30시경까지의 2시간을 제외한 12시
간 30분의 근로, 일직근무의 경우에는 9시간 30분의 근로 중 점심식사시
간 및 휴식시간 등을 뺀 8시간 정도의 근로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
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위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취
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장시간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노선지도근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
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이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상당한 수당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업무가 원고의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업무의
근로 밀도가 통상의 업무에 비추어 낮다거나 통상의 근로와 전혀 이질의
근로라고 볼 수 없어 위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
는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연장시간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일직근무에 대하여는 1회에 금 1,500원
을,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1회에 금 3,000원을, 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
시간당 금 1,500원 상당의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각 연장시
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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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사
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01.20. 선고 93다46254 판결).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1. 서
가. 개 관
근로시간의 길이 규제는 노동운동의 도화선이었고 또한 노동법의 출발
점이었다. 그래서 각국의 근로시간법제 또는 노동법은 근로시간의 1일 또
는/그리고 1주의 길이를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영국의 1833년
아동노동법, 프러시아의 1839년 아동노동법, 프랑스의 1841년 아동노동법
등 유럽 각국 노동법의 출생증명서는 무엇보다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
한 것이었다.492) 노동절의 기원이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헤
이마켓 사건에서의 최대 이슈도, 1919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노
동기구(ILO) 창립총회에서의 첫 의제도 근로시간의 길이를 1일 8시간, 1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493)
제2차 세계대전 후 근로시간 길이 규제의 중요성은 더해졌다. 길이 규
제는 근로시간 규제에서만이 아니라 임금이나 산업안전 그 밖의 노동환
경, 산업재해 등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규제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근로자의 가족적ㆍ시민적 생활의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서도 큰 역

492)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
493)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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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이나 고용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 근로자의 법정기준시간은 최초에는 1일 8시간, 1주
48시간(1953. 5. 10. 제정)이었다가 1989년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1989.
3. 29. 개정; 모든 사업장에서 전면 시행된 것은 1991. 10. 1.)으로, 그리고
현재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2003. 9. 15. 개정; 2004. 7. 1.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으로 점차 단축하여 왔다.
근로시간의 길이를 규제하는 방법에는 근로시간의 길이 그 자체를 제
한하는 방식(전방 규제형), 일간 또는 주간 최소휴식시간(Ruhezeit)을 정
함으로써 역으로 하루의 최고근로시간의 한도가 정해지는 방식(후방 규
제형) 및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쌍방향 규제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선원법상 선원을 제외하면 독일 근로시간법 제5조 등에서 정
하는 일간 최소휴식시간(Ruhezeit)과 같은 후방 규제가 없다.494) 그 결과
오직 법정기준시간의 길이 및 연장근로의 허용 여부와 정도에 따라 (표준
적인) 최대한도가 설정된다(전방 규제형).495) 그러나 이렇게 설정된 최대
한도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긴박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비롯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 제도 등을
통해 표준적인 최대한도는 다시 늘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에 따른 근로자는 이론상 근로시간의 길이 한도가 전혀 없다.

494) 최소휴식시간은 일반적으로 귀가를 위해 사업장을 떠날 때에 시작되어 다음 근
로를 위해 사업장에 출근할 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Reinhard Richardi
(Hrsg)(2009), Muenchener Handbuch zum Arbeitsrecht 3., Aufl., C.H.Beck,
§299, Rn. 1.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
식(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
동연구원, p.103에서 재인용). 성인근로자의 최소휴식시간은 근로시간법 제5조,
청소년근로자의 그것은 청소년근로보호법 제13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전
자는 11시간, 후자는 12시간이 일간 최소휴식시간이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오
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이 원칙이다(청소년보
호법 제14조).
495)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의 최대한도인 1주 12시간에 더하여 2일간의 휴일근로의
최고시간인 16시간(2*8시간)을 더한 것이 주간근로시간의 최대한도라고 주장한
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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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의 단위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의 길이를 규제하는 기본 단위는 1주이다.496)
원칙적으로 최대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연장근로가 일반 근로자의 경우 1
주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일 단위에서는 법정기준시간이 있기는 하
지만, 연소자와 출산 후 1년 미만의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의 일
간 한도가 없어, 즉 연장근로의 주간 한도인 12시간이 하루에 집중되는
것도 가능하여 1일 단위의 길이 규제는 없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월
간 규제는 없으며, 연간의 규제도 출산 후 1년 미만의 임산부를 제외하고
는 없다. 연소자의 경우에는 1일과 1주의 연장근로 한도는 있지만 월간
또는 연간 한도는 없다.
1주는 연속하는 7일로서 근로기준법은 7일 중 하루의 휴일(주휴일)만
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즉 6일 이하의 근로일과 1일 이상의 휴
일로 구성하기만 하면 될 뿐 근로일과 휴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짜던 상관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1주 법정기준시간이 40시간이고 1일
법정기준시간이 8시간인 점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가 주5일
제를 택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5일제도 현
행법상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7시간, 토
요일에는 5시간을 근무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1주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까지 활용한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부터 3일의 휴일을 가지도록 하거나(이 경우에는 매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씩 총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
지 매일 7시간씩 일하는 것(이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이
연장근로가 된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6일의 근로일을 전제한

496) 현행 근로시간법에서 근로시간의 길이 규제에 사용되는 1일 또는 1주의 의미는
원칙적으로 역(曆)에 따른 그것을 말한다. ‘1일’은 시업시각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시업시각으로부터 24시간을 말하고, 시업시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달력상 하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주’ 역시
시업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시업일을 포함하여 달력상 7일을 말하고, 시업
일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달력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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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9조의 단서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
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일의 한도가 1
시간이므로 1주일에 6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려면 최소한 6일은 근무해야
한다.

2. 근로시간 길이 규제의 유형
현재 근로시간 길이 규제는 적용받는 법정기준시간에 따라 일반 근로
자형(8ㆍ40형), 연소자형(7ㆍ40형), 유해위험작업자형(6ㆍ34) 및 길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적용제외형 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일반 근로자
일반 근로자(유해위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의
법정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는 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인데, 임산부(임신 중인 자 및 출산 후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일반 근
로자의 최대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의 최대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다시 셋으로 나뉜다. 연장근로의 최대한도에 따라 해
당 근로자의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는 표준형,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표
준형보다 짧은 시간 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보호형, 사업 운영상 필요
나 생활상 편의 등을 위해 표준형보다 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확장형이
있다.
보호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
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
로를 시키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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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소자ㆍ유해위험종사자ㆍ적용제외자
연소자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그 기준시간은 근로기준
법 제69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이다. 연
소자는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
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
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연소자의 최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6시간이다.497) 월간 또는 연간
제한이 없으므로 연소자의 연간 최대근로시간은 이론상 2,273시간((1
주 46시간×52주)-(17일×7시간))부터 2,392시간(1주 46시간×52주)이 가능
하다.
유해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즉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유해위험작업자’라
한다)의 기준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1일 6시간, 1주 34시
간’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
시간 제한 등) 제1항은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유해위험작업자의 경우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기
준시간이 동시에 최대근로시간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근로시간 길이 규제의 적용제외 및 그
대상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시
간이나 연장근로의 한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근로시간 역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497) 노동부의 논리에 따르면 46시간에 2일의 휴일근로(2×7시간) 14시간을 더하여 60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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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근로자의 표준형 최대근로시간 : 1주 최대근로시간 논쟁
(52시간론 vs 68시간론)을 중심으로
가. 대법원 1990.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원심은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시간
외근로수당으로서 정상 근로일수와 휴일 근로일수를 통한 모든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휴일근로수당으
로서 휴일의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에다가 휴
일 겸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할증가산
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는바, 휴일근로나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소정의 가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계산방식은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각
각 가산하여 산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46조
(현행 제5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68시간론 :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별개로 보는 견해
우리나라의 실무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와 별도로 계산하여 왔고,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하갑래 교수의 종전 견해는 다음과 같다.498) “휴일
의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제한 시간인 1주 12시간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법 논리에 맞다.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
급되므로 따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
어보자.499) “행정해석은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산수당은 발생하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휴일근로 중 8시
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498) 하갑래(2009b),『근로기준법』제21판, 중앙경제, p.380.
499) 하갑래(2015b),『근로기준법』전정 제27판, 중앙경제, p.361.

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333

이 같이 발생한다고 보며, 과거의 판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가진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휴일에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유급으
로 당연히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당해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임
금’,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
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한다. 같은 쪽의 각주 1)에서는 “과거의 행정해석(근기 0125419049, 1981. 6. 19. : 근기 01254-857, 1992. 6. 19.)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의 중복은 인정하지 않고, 야간근로의 경우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어느
것과 중복되더라도 할증률이 가산되는 것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로를 가
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
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대판 1991.3.22, 90다6545)가 나오게 되자 행정해석도 이를 좇아 그 입장
을 변경(근기 01254-1099, 1993. 5. 31.)하여 중복지급을 인정하게 되었다.
변경된 해석의 논리적 근거는 근기법이 이 둘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정립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행정해석(일본 노동성 기발 제
366호, 1947. 11. 21.), 주휴일을 유급으로 함으로써 보상을 하고 있는 점,
주휴 8시간 초과분까지 휴일근로로 인정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8시간
초과분까지 포함하게 되어 모순이라는 점이 거론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산정례를 보여준다.

ㆍ 근로일에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휴일에 09:00～23:00까지 13시간
근로한 경우(휴게시간 : 1시간)
ⓐ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분 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분 임금)
ⓓ 연장근로가산수당 : 5시간분 임금의 50%(2.5시간분 임금)
ⓔ 야간근로수당 : 1시간분 임금의 50%(0.5시간분 임금)
ㆍ 총 지급임금 : ⓐ+ⓑ+ⓒ+ⓓ+ⓔ=30.5시간분 임금
※ 하갑래(2015b), p.361 각주 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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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2시간론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뿐 아니라 ‘휴일에 8시간 이하를 근로
한 경우’에도 그 시간이 주당법정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초
과한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뿐 아니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다시 말한다면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주 12
시간을 따짐에 있어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를 계산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500) 이 견해를 따를 때의 산정례는 다음과 같다.

<산정례>
ㆍ 근로일에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휴일에 09:00～23:00까지 13시간
근로한 경우(휴게시간 : 1시간)
ⓐ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13시간분 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분 임금)
ⓓ 연장근로가산수당 :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분 임금)
ⓔ 야간근로수당: 1시간분 임금의 50%(0.5시간분 임금)
ㆍ 총 지급임금 : ⓐ+ⓑ+ⓒ+ⓓ+ⓔ=34.5시간분 임금
※ 하갑래(2015b), p.362 각주 1) 인용.

라. 대구지법 2013. 9. 4. 선고 2012나61504 판결
1)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
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
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
500) 하갑래(2015b), p.362. 하 교수는 제24판에서 견해를 수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판결례로는 대구지법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 판결;
대구지법 2013. 9. 4. 선고 2012나6150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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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
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한편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
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
므로, 토요일이 휴일인 이상 토요일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
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건 개요
피고는 상시근로자를 약 80명 이상 고용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등을 제
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평량배합반에서 2003. 3. 31.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이다. 원고는 2011. 10. 24. 월요일부터 2011.
10. 28. 금요일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추가로 2011.
10. 29. 휴일인 토요일 20:30시부터 2011. 10. 30. 일요일 05:30시까지(20:30
시부터 24:30시까지 4시간, 01:10시부터 05:30시까지 4시간 20분, 이하 ‘추
가작업시간’이라 한다)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작업시간 근로에 대하여, 20:30시부터 05:10시까
지의 8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휴일근로할증임금 50%) 71,814원, 05:10시부터 05:30시
까지의 20분에 대하여는 휴일연장근로로서 휴일연장근로수당 20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휴일근로 할증임금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
3,990원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22:00시부터 05:30시까지 6시간 50분에 대
하여는 야간근로수당 50% 20,447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기본시급
은 5,036원, 기준근로시간은 240시간, 통상수당은 90,000원, 소정근로시간
은 217시간이고,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에는 통상시급은 기
본시급에 기준근로시간을 곱하고 이에 통상수당을 더한 다음 이를 다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작업한 추가 근로시간은 그 전체가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작업시간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추가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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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30일 05시 10분부터 05시 30분까지)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8시간(29일 20시 30
분부터 30일 05시 10분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23,938원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개념상 서로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에서
해당 휴일근로시간이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
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추가근로시간 작업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
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 휴일근무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가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0
조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
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
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추가근로를 한 2011.10.24.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제45조 제1
항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면,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고, 제46조 제1, 2항은 ‘회사는 업무상 사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시간외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조합원
이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때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을 가
산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제1 단체협약에서
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므로 1주
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할증임금제도의 취지가 시간외근무 억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
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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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
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
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이 휴일인 이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요일
이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발생에 어
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단체협약 제49조 제1항에는 매주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
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토요일이 무급휴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근로시간 중 피고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
지 아니한 2011. 10. 29. 20:30부터 다음 날 05:10까지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23,938원{=(시급 5,036원×기준근로시간 240시간+통상수당 90,000원)/소정
근로시간 217시간×할증률 0.5×실근무시간 8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68시간론의 문제점
68시간론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적
인 측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견
해이다.501) 먼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다르다. 둘째, 가산 임금의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를 연장근로의
그것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셋째, 근로시간 규제와 휴
식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한다.
노동부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의 표준적인 1주 최대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한도인 40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2일의 휴일
근로×8시간)=68]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68시간론은 다음과 같은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 첫째, 연장근로의 주간한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
는다면 왜 휴일근로의 시간 수가 8시간에 한정되어야 하는가? 즉 연장근
501) 이와 같은 주장과 이하의 논거는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
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25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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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휴일근로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휴일근로가 꼭 8시간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둘째, 이 주장은 법정기준시간의 입법적 단축을 코미디
로 만든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법정기준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을
거쳐 40시간으로 줄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주 법정기준시간을 단축하는
동안 연장근로의 주간한도 12시간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
적 사실에 노동부의 주장과 논리를 적용하면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1주
법정기준시간이 48시간이던 때의 1주 최대근로시간은 [1주 법정기준시간
한도인 48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1일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68
시간], ② 1주 법정기준시간이 44시간이던 때는 [1주 법정기준시간 한도
인 44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1일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64시
간]. 요컨대, 일반 근로자의 주간 최대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었다가 다시 68시간으로 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법정기준시간의 단
축에도 불구하고 1주 최대시간은 줄지 않거나 도리어 증가하였다는 말이
다. 셋째, 이 주장은 결국 법정기준시간을 입법적으로 단축한 것이 근로
시간의 길이를 줄인 것이 아니라, 법정기준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전
환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에 비해 52시간론은 일반 근로자의 표준적인 1주 최대근로시간을 [1
주 법정기준시간 한도 40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52시간]으로 보
는 것이다. 이 주장은 법정기준시간의 입법적 단축 과정에도 부합한다.
즉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법정기준시간을 48시간에서 44시간을 거쳐 40
시간으로 줄여 왔다. 그에 따라 1주 최대근로시간도 ① 1주 법정기준시간
이 48시간이던 때에는 [1주 법정기준시간 한도인 48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60시간], ② 1주 법정기준시간이 44시간이던 때는 [1주 법
정기준시간 한도인 44시간+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56시간]으로 줄
었다. 즉 일반 근로자의 주간 최대근로시간은 60시간에서 56시간으로 줄
었고, 2004년 이후에는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처럼 52시간론은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입법적 역사와 변화를 가장 합리적으
로 설명한다.

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339

4. 일반 근로자의 확장형 최대근로시간
일반 근로자의 표준형 최대근로시간을 확장하는 방식은 긴박한 경우의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근
로시간 특례 제도 등 매우 다양하다.
가. 긴급 상황에서의 연장근로
현행법상 인정되는 연장근로에는 업무의 일시적 증가와 같이 사업운영
상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연장근로(통상연장근
로) 외에도 자연재해 그 밖에 응급 상황에서 인정되는 연장근로(긴급 연
장근로)가 있다. 긴급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특례사업연
장근로와 함께 통상적인 연장근로의 최대한도를 넘어서서 근로를 시킬
수 있게 한다. 긴급 연장근로는 통상연장근로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긴급 연장근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통상연장근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즉 일반 근로자로서 임신 중인 여자 근로자가 아닌 자에
한정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의 동의를 얻어 통상연장근로의 최고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를 시킬 수 있다(제53조 제3항).502) 법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통상연
502)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
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
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자연재해’란 지진, 홍수,
낙뢰 등과 같은 천재지변을 말하고, ‘재난관리법상의 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
는 사고를 말한다(재난관리법 제3조 제1호).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고’란 일반적
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고로서 사업운영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업
무량의 증가나 기계의 수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며, 경영상의 사정에 따른
업무의 폭증 등과 같이 돌발적인 사유라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긴급 연장근로가
허용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이다. 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긴급 연장근로가 행해지기 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 연장근로가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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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로의 최고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긴급
연장근로의 최고한도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감안
해 보면 ‘특별한 사정’의 긴박성을 해소할 정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
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
정에 대처하여 생명과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면하기 위한 긴박한 구조
나 조치에 필요한 한도에서의 연장근로는 허용되지만, 자연재해 등이 초
래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작업과 같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503)
요건을 갖춘 긴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벌칙의 적용이 없지만, 사용자
는 통상연장근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 연
장근로가 행해진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됨은 물론,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 한편, 노동부 장관은 긴급 연장근로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대휴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에 위반한 사용자에게도 벌칙이 적용된다.
나.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와 요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
간이 법정기준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각적인 대처를 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현행법에서는 사후의 승인도 허용한다. 즉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
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3조 제3
항 단서). 세 번째 요건은 ‘근로자의 동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동의란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말한다. 다만 긴급 연장근로는 당해 사업에서 근로자의
협력의무가 요청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는 불가피한 사유
가 없는 한 동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503) 사용자는 긴급 연장근로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의 위험성 등을 감
안하여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제반조치를 갖추는 등 고도로 안전
을 배려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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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도록 배
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으로는 2주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
과 3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 두 가지이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
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
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
시간을, 특정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51
조 제1항). 특정주의 근로시간에는 48시간이라는 상한선이 있지만, 특정
일의 근로시간에는 상한선이 없다. 후자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석론으로 1일 12시간과 같이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기는 어
렵지만,504) 입법론상으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505)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
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
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40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제50조
상의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법 제51조 제2항).

504) 김형배 교수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것을 법률규정의
흠결로 보아, 해석론으로 근기법 제51조 제2항을 유추하여 상한선을 12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형배(2012),『노동법』제21판, 박영사, p.424).
505) 임종률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배분을 허용하는 제도
이고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입법례도 많기 때문
에 이를 법률규정의 흠결로 볼 수 없다고 한다(임종률(2015),『노동법』제13판,
박영사, p.421 주 5) 참조).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극단적으로 연속 48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되는 등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최소 휴식시간의 확보를 위한
상한선의 설정은 입법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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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와 요건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
로시간제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생활과 직업의 조화를 도
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상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
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법정 사
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제50조상의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기법 제52조).
3)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효과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용자가 그에 따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
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대상근로자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즉 적법한 요건을 갖춘 2
주 또는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본래 정
한 바에 따라 시행되면, 사용자는 비록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8시간을 초
과하거나 또는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더라도 제50조
위반의 벌칙(근기법 제110조 제1호)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법정기준시간
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위에서 든 요건의 하나라도 갖추
지 못하거나, 본래 정한 바와 달리 시행한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는 발생
하지 않는다. 즉 사용자에게는 제51조나 제52조의 규정이 아니라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준시간이 적용되어,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연
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
가 연장근로의 적법요건을 따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50조 위반의 벌
칙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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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최대근로시간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506)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
제의 경우에는 제52조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주 또는 특정일의 최대근로시간을 정하
고 있다. 즉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
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제51조 제1항),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에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1조 제2항). 이러한 한도에 연장근로의 주간한
도인 12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다수설은 포함되지 않
는 것으로 해석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
지만, 입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507)
다. 간주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유래하는 이 제도
는 실제로는 연장근로를 확장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용된다. 현행 근로기
준법에서는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간주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506)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변형된 기준시간(단
위기간 또는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
는 근로가 연장근로이다.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단위기간을 평균
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에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각
각 연장근로가 된다. 그에 반해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정
해지고 그에 따라 실시된 경우에는,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주에 40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는 않는다.
507) 입법론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특정일 또
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선택적 근로시간
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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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근로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은 이른바 간주
제가 적용된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기법 제
58조 제1항). 그리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
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
간으로 본다(동조 제2항).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요컨대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서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그것이 없으면 통상 업무수행시간
동안, 그것도 없으면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요건을 갖춘 재량근로의 경우에는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 동안 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간주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 머
무는 한,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실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수를 초과하
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근기법
제56조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역시 없다. 다만 정해진 간주근
로시간수 자체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적법요건(근기법 제53조 등)을 갖추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근기법 제56
조)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야간․휴일근로와 관련된 규정 및 각종
휴식제도의 규정도 재량근로에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량근로제의 경우에 근로자는 재량근로제 방식으로 근로할 의무가
없고 근로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근로자가 재량근로제로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실근로시간이나 간주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운수업 등 법정사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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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제53조 제1항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제59조). 특례사업연장근로는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에서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대상
사업은 법정되어 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
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
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
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초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
에서 정한 바가 없다. 이론상으로는 1일 2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5.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제외는 근기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다. 즉 ① 주
로 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근로자,508) ②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
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509) ③ 대
508)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제1호), 동
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에 축산, 양잠, 수산사업(제2호)
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509) 여기서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3
항).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도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
인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
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조의 적용은 없다. 다만 승인의 신청에 있어 근로자
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한편 판례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상
취업규칙의 정함과 상관없이 적용제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 11. 22, 96다30571). 그리고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비서와 같이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의 기밀사무를 취급하고 그 지위가 경영자 또
는 관리직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출근과 퇴근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들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만이 문제

346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통령령이 정한 업무, 즉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시행
령 제34조)에 종사하는 근로자510) 등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
제도)과 제5장(연소자와 여자 근로자에 대한 특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제4장과 제5
장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일반근로자에 대한 제50조 내
지 제53조 및 제59조, 연소자에 대한 제69조, 임산부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71조), 휴게(제54조)와 휴일(제55조)에 대한 규정 및 가산임금규정(제56
조와 제57조)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
다. 그런 까닭에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는 전혀 없는 셈이 된다.511)

6. 미군정법령과의 비교
가. 연소자의 근로시간 길이 규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12호
(아동노동법규: 1946년 9월 18일)
제7조 최대한도 노동시간 16세 미만 아동
만 16세 미만 아동을 여하한 시설이나 직업에 또는 이에 관련되어 고용하거
나 종사하기를 허가 또는 묵인하는 최대한도 시간은

될 뿐 사업의 종류는 불문한다(시행령 제34조 참조).
510)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형식적인 직책과는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
정 그 밖에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판
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
량권을 가진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9. 2. 28, 88다카2974).
511)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예컨대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
정(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을 제외한 것,
예를 들어 야간근로에 관련된 규정(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한 제56조의
부분이나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의 특칙을 정한 제70조), 연차휴가
(제60조와 제62조)와 각종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생리휴가, 산전후휴가)나 육아
시간(제75조) 등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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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여하한 주간(週間)을 막론하고 6일을 초과함을 금함.
二, 여하한 주간을 막론하고 48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三, 여하한 날을 막론하고 점심(晝食)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四,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의 노동을 금함.
노동시간 중 여하한 시설에 만 16세 미만 아동이 체재함은 그 장소에 고용되
어 있는 증거로 추정됨.
제8조 최대한도 노동시간 18세 미만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을 여하한 시설이나 직업에 또는 이에 관련되어 고용하거
나 종사하기를 허가 또는 묵인하는 최대한도 시간은
一, 여하한 주간(週間)을 막론하고 6일을 초과함을 금함.
二, 여하한 주간을 막론하고 50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三, 여하한 날을 막론하고 10시간을 초과함을 금함.
四, 오전 6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의 노동을 금함.
제11조 병고(病故)휴일, 임신과 수유
2주간 이하의 병고는 만 21세 미만 아동의 계약 또는 협약을 폐지할 이유가
되지 아니함.
만 21세 미만 고용인은 매월 최소한도 2일 반의 정규보수 연고휴일을 얻을 권
리가 있으며 병고휴일은 매년 30일까지 적립할 수 있음. 2일을 초과하는 병고 결
근을 청구하는 고용인에게는 문서적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생략)
제12조 16세 미만 아동의 교육과 오락
유(有)인가 시설 또는 직업에 고용된 만 16세 미만 아동은 매주 인가 노동시
간 중 6시간 이상 및 2시간 이상은 각각
一, 고용에 관계되지 아니한 교육적 수업에 정규보수로써 사용하며
二, 오락과 육체적 운동에 정규보수로써 사용함을 요함.
단 이 규정은 만 16세 미만 아동 1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됨.
제17조 고시문의 현저한 게시
아동이 매주 매일 노동함을 요하거나 허가되는 최대한도 시간수, 출근시간,
비근무일, 매일의 교육시간과 오락시간, 다반 기타 식사시간 등을 진술한 인쇄
고시문을 만 18세 미만의 남자 또는 21세 미만의 여자를 고용하거나 노동하기
를 허가 또는 묵인하는 각 방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며
노동부장이 요구하는 기타 고시문을 게시하는 것은 각 고용주의 임무임.
고시문의 인쇄양식은 노동부장이 제공함.
어느 날을 막론하고 고시문에 진술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그 이외의
시간에 달한 고용은 이 영의 위반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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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 근로자의 최대근로시간 제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21호
(최고노동시간 1946년 11월 7일)
제2조 최고작업시간
고용주는 이 영에 예외로 규정한 이외에는 피용인을 매 작업주간(作業週間)
48시간 이상 상공업 또는 공무에 종사시키지 못함.
피용인은 매 작업주간 60시간을 한도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음. 단 매 작업주
간의 작업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작업시간에 대하여 기본급
료의 15할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당금을 지불함을 요함.
가. 48시간을 초과하여 피용인을 작업에 취업하려면 고용주와 노동조합 또는
그 노무자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단체와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함.
나. 전호 협약이 없는 때는 고용주와 피용인 사이에 체결한 개별계약에 의함.
법정공휴일(일요일 기타 휴일은 제외함)의 작업시간에 대하여 8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계산함. 이 영의 규정이 적용되는 피용인은 매 작업주간 중 24시간 이상
을 연속 휴식할 권리가 있음.
제3조 예외
전조의 규정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가. 성질상 계절적인 공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단 제외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로 제한할 수 있음.
제외될 업무와 범위는 노동부장이 정함.
나. 어부, 선원 또는 가복(家僕) 등으로 농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피용인 또는
자가에서 하는 유급 수공업에 종사하는 피용인
다. 제4조에 규정한 성실한 집행적, 관리적 또는 전문적 직무(職掌)에 종사하
는 피용인
라. 국유철도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단 노동부장은 운수부장과 협의하여
이 영의 정신에 즉응한 국유철도 종업원의 최고노동시간을 결정하여 매
작업주간 48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기본급료의 15할의 비율로
계산한 수당금 지불의 규칙을 제정 발포함.
마. 비상 긴급한 천재사변의 경우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매 작업주간 60시간을 초과 작업하는 피용인. 단 고용주는 그 경우에
미리 노동부장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함.
화재, 홍수 기타 일반의 생명, 재산에 위험이 있는 비상사태에 처하여서는 노
동부장은 명령으로써 비상사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한하여 최고노동시간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을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정지할 권한이 있음.
이 항에 따라 매 작업주간 60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본
급료의 15할의 비율로 계산한 수당금의 지불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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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집행적｣ ｢관리적｣ ｢전문적｣의 의의
가. 성실한 집행적 직무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一. 소속 조직체와 관례상 인정되는 하부조직을 관리함이 제1 임무이고
二. 관례상 또는 법규상 소속원의 작업을 지휘하며
三. 인원의 고용, 해고의 권한을 가지며 또는 고용, 해고, 이동, 승진 등에 관
하여 권위 있는 제의 또는 추천할 권한이 있으며
四. 관례상 또는 법규상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용인을 의미함.
나. 성실한 관리직 직무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一. 법규상 직접적으로 (이 영에 규정한) 성실한 집행적 또는 관리적 직무에
종사하는 피용인을 보좌하며, 그 보좌는 성질상 비육체적이며 자유재량권
과 독립한 판단을 요하는 경우
二. 특별한 훈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부문에서 직접 경영방
침 또는 일반 사무 운용에 관계된 자유재량과 독립한 판단이 필요한 책임
있는 비육체적 사무 또는 야외작업에 종사하며 일반 감독만 받는 경우
三.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하에 자유재량권과 독립한 판단권이 있는 경영
방침 또는 일반적 업무 운용에 직접 관계있는 특수한 비육체적 사무의 집
행을 포함한 경우를 의미함.
다. 성실한 적문적 직무에 종사하는 피용인이라 함은
一. 1) 사무가 고도로 지적이고 일상의 정신적, 수공적, 기계적 또는 육체적
사무와 성질상 상위(相違)하고
2) 사무 수행에 대하여 부단히 자유재량과 판단을 요하며
3) 생산고와 결과의 완성은 소여된 기한을 표준으로 할 수 없는 성질이 있
으며
二. 1) 과학 또는 학문의 분야에서 일반적 전문교육, 도제봉공 또는 일상의 정
신적, 육체적 공정과 상위한 장기간의 전문적인 지적 교육과 연구에 의하
여 관습적으로 습득된 진보한 지식을 요하며
2) 기술적 분야에서 일반 수공적, 지적 능력 또는 훈련을 받은 자로서는
할 수 없는 고도의 독창적인 성질이 있으며 그 결과는 주로 피용인의 발
명력, 창작력 및 재능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SECTION II. Maximum Hours. No employer shall, except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employ any of his employees engaged in
industry, commerce or governmental work for more than forty-eight
(48) working hours in any workweek.
An employee may be employed for not more than sixty (60)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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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s in any workweek, provided, that in all such cases where
employment is in excess of forty-eight (48) hours in any workweek,
the employee shall receive compensation for all hours in excess of
forty-eight (48) at a rate not less than one and a half times his regular
rate of compensation, and further provided, that :
a. Employment for such time in excess of 48 hours is pursuant to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employer
and a labor union or organization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the
employee, or, in the absence of a collective agreement,
b. Employment for such time in excess of 48 hours is pursuant to
specific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Each legal holiday, except Sunday or other day of rest, shall count to
eight hours of the permitted total hours of employment. Every
employe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ordinance shall be entitled to
not less than twenty four consecutive hours of rest in each workweek.
다. 운수업에서의 최대근로시간 제한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過渡政府) 노동부령(勞動部令) 제3호
운수부 철도운수국 종업원의 최고작업시간 (1948. 3. 11, 제정ㆍ시행)
제2조 운수부 철도운수국의 종업원은 매 작업 주간(작업 주간이라 함은 계속 7
일간의 작업 기간을 의미함) 60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치 못하며 매 작업 주간
의 종업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에 대하여는 기본 급료의 15할의
비율로 계산한 수당금을 지불함을 요함.
제3조 긴급한 경우가 있어 매 작업 주간 6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운수부장은 아래 사항을 구비하여 노동부장 또는 그 대리자의 동의
를 득함을 요함.
가. 작업 장소
나. 작업 기간
다. 피용인의 직명
라. 해 작업에 요구되는 종업원수
마. 초과 시간을 요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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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1. 서
현행법상 연소자와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직접 강제
하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와 관련하여, 휴식 제도에 따른
간접적 규제를 제외한다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또는 한 주의 어느 날
에 혹은 한 달이나 한 해 중 어느 날이나 어느 주에 근로시간을 배치해야
하는가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근로시간 배치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상시 10인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
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기재 내
용을 포함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근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참고).
현행법상 근로시간의 배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산임금제 및
휴식제도이다. 먼저 가산임금제는 근로시간의 길이 규제에서와 마찬가지
로 근로시간의 배치 규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야간(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
산한 임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중된 부담을 통해 사전적
으로 그러한 시간대의 근로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상한, 즉 길이 제한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방식의 간
접 규제는 직접 규제와 달리 규제 대상이 되는 시간의 길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시
간은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질이 나쁜 시간의 근로로서 단순한 금
전적 보상을 통한 자율규제에 방임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여가확보를 위하여 휴식제도를 두고 있다
(휴식제도). 일반적 휴식제도로는 휴게․휴일․연차휴가가 있는데, 이러
한 휴식제도는 일정 한도에서 근로시간 배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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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기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배치와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근로시간의 탄력화제도). 변형근로시간제 또는 ‘총량기준
시간제’라고 부르는데, 현행법에서는 2주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탄
력적 근로시간제, 3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즉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단위기간 또는 정산
기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의 한도에
머무는 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1일 또는 1주의 법정기준시
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엄격하게 보자면, 변
형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직접 규율하는 제도라기보다는 1일과
1주의 근로시간의 길이를 탄력화함에 중점이 있는 제도이다.

2. 연소자와 임산부의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제한
가. 연소자에 관한 특칙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소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
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제70조 제2항 본문). 다만 연소자의 동
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제70조 제2항 단서 제1호). 이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등을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70
조 제3항).
나. 임산부에 관한 특칙
임산부 즉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기법 제65
조 제1항 참조)의 근로시간 배치는 특별한 규제를 받는다. 사용자는 원칙
적으로 임산부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
로시키지 못한다(제70조 제2항 본문).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함
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 동의, 임신 중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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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
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70조 제
3항).

3. 가산임금제에 의한 근로시간 배치의 제한
가. 개 요
가산임금제는 근로시간의 길이 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의 배
치 규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및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
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중된 부담을 통해 사전적으로 그러한 시간
대의 근로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상한,
즉 길이 제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두어 사
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써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
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기법 제
57조).
나.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하오(오후) 10시부터 상오(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
한다.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전
술한 연소자와 임산부의 경우라든가 18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의 경우(본
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후자의 경
우에도 야간근로가 실제로 행해졌다면 법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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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일근로
휴일근로란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한다. 우리 노동관계법에서는
휴일근로는 물론이고 그 전제인 ‘휴일’ 그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다.512)
이렇듯 ‘휴일’ 그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는 때문인지, 학설에서는 주로 근
로(제공) 의무를 기준으로 휴일을 정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계약상 애초부터 근로의무
가 없는 날”,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
진 날”, “계속적인 근로관계에서 벗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 등이 그것이다.513) 그러나
이런 정의는 국제노동기준이나 근로기준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
절하지 않다. 국제노동기준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 중에서 특히 주 단위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계속적 24시간 또는 36시간이라는
의미 즉 ‘주휴일’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
56조 등도 주 단위의 휴일 즉 주휴일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에만 비로소 휴일과 그 밖의 ‘근로의무 없는 날’
즉 휴가 등이 구별될 수 있다.514)
512) 다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 등에서 ‘유
급휴일’ 혹은 ‘휴일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근로자의 날 제
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
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에 관해서
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공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
(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
연구원, p.4).
513)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5.
514) 이상의 견해는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
규식(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
노동연구원, p.5에서 이미 주장한 바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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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을 이렇게 접근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최소 휴일로
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산임금제의 대상이
되는 휴일근로는 별도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주휴일의 근로가 휴일근로
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을 휴일근로라고 볼 수는 없다. 우리 판
례 역시 주휴일이 아닌 휴일에서의 근로도 휴일근로로 파악하고 있다. 판
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에 근로한 것뿐만 아니
라, 단체협약 등에 정한 유급 또는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의 휴
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
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51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제56조. 이하 같다)는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
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
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휴일근로”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
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
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제4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단체협약이나 취
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져 있어서,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는 날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
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댓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
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51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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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면에, 연차휴가 등 휴가일에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
지 않는다.51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원심은 원고들이 원

심판시의 각 연․월차 휴가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무에 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제56조. 이하 같다)는 연
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1일 8시간 노동제, 주간노동제, 주휴제, 연․월
차휴가제 등의 기준을 벗어난 노동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려는 제
도로서, 연․월차휴가에 근무한 경우를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와 구분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는 법
제47조(현행법상 폐지. 이하 같다), 제48조(현행 제60조. 이하 같다)의
연․월차휴가에 의한 휴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는 원
고들에게 연․월차휴가일에 상응한 통상임금에 할증률(1.5)을 곱한 금액
을 연․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
나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의 제도적 취지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는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
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여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려
는 데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월차,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시간외근로나 유급주휴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
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서 상이한 제도이
고 각 법조문의 표현에 있어서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
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휴가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도 이에 대하여 보상을 지
51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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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
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근
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③ 주휴일제도는 1일 24시간씩 격일제 근무형태나 1일 2교대제, 3교대
제 등의 특수한 근무형태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51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

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4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
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격일제 근무
를 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하여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급주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④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
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
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
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518)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판결「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

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
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51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등.
518)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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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다
46254 판결 참조). …(중략)…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
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
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
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총량 제한 : 입법론
현행법과 같은 가산임금제를 통한 간접 규제 방식에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최대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의 권
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시간은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질이 나쁜 시간의 근로로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자율규제에 방임
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간 및 휴일의 근로를 제한하는 방법은 근로시간의 총량 규제에 더하
여 이렇게 질이 나쁜 시간의 총량만을 특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
으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의 주간, 월간 또는 연간 총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 가산임금을 지급할 뿐더러 그에 더하여 보상휴가를 주도
록 하는 방법, 할증률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의 시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증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4. 휴식제도와 근로시간 배치
가. 휴식제도 개관
휴식제도는 장시간의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근
로자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시간(여가)을 확보하게 해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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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또한 휴식제도는 일정한 한도에서 근로시간의 길이와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이런 점에서 휴식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시간규제의 한 내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두고 있는 휴식제도는 휴게, 주휴일 및 연차휴가
이다. 휴식제도의 공통적인 요소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
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여가시
간의 확보에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 휴식제도는
상대적으로 볼 때 각각 그 취지에 차이가 있다. 휴게는 특정일의 계속된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제도인 반면, 연
차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적, 사회적 활동을 위한 여가시간의 확보에 보다
중점이 있는 제도이고, 주휴일은 그 중간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모든 휴식제도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여가확보라
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나. 휴 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제54조 제1항). 휴
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휴게란 근로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즉 휴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외형상으로는 업무로부터 해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다. 지휘명령
으로부터의 해방은 소극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뿐만이 아니
라,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용이 보장되는가에 의해 판단된다. 이를
자유이용의 원칙이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부여할 수
없다.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도중이 아니
라 실제로 근로가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근로가 종료된 시점까지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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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휴게를 부여하면 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
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4시간 이상 8시간 미
만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
을 주어야 한다. 만약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명문으로 정한 바가 없지만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초과하는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반드시 한꺼번에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휴
게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정도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
야 한다(근기법 제55조). 이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에 관한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제14호 협약과 제106호 협약 및 관련 권고(제103호)이다. 국제노동기준에
서 밝히고 있는 주휴일을 규율하는 기본 원칙은 네 가지이다.519) 먼저,
규칙성(Regularity)으로 주휴일은 매 노동 주(every working week)에 규
칙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둘째, 계속성(Continuity)이다. 이 원칙은 주휴
일이 휴식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제14호 협약에서는
계속하는 24시간을 정하고 있고 제103호 권고에서는 36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추가된 12시간은 가능하다면, 24시간의 최소 휴식과 연결되
어야 한다. 제103호 권고에 따라 24시간의 최소 주휴일은 심야에서 심야
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계산되어야 하고, 주휴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다른 휴식 기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셋째, 통일성(Uniformity)
519) 이하의 내용은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
규식(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
노동연구원,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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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휴일은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부여되어야 한
다. 넷째, 확립된 전통이나 관습의 존중(Respect for established traditions
or customs)으로 주휴일은 가능한 한 해당 국가와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
상 휴일로 정해진 날과 일치하도록 정해져야 한다. 또한 주휴일은 가능한
한 종교적 소수자의 전통이나 관습 역시 존중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주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1주일에 1일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법
정휴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해 부여되는 휴일이나 노사간의 합의 등에 의
해 임의로 설정되는 휴일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수당의 지급 없는 무급휴일과도 다르다. 주휴일은 1주간 계속된 근로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근로자
의 사회적 또는 시민적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 주휴일도 휴일의 일종으로서 애초부터 근로의무를 설정할
수 없는 날이므로, 원래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휴업일(제46조 참조)은 휴일이 아니다. 그러
므로 어떤 주에 휴업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것과는 별도로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준다(시행령 제30
조). 그러므로 1주간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근
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의 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결근한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주더라도 이 규정에 위반된 것은 아
니다.
라.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근로의무를 면제해 줌으로써 근로자
로 하여금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 데 그 기본적인 취지가 있
다. 연차휴가는 시기지정권을 통해 근로자에게 휴식일을 정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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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현행법상 유일하게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근로자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간 개근시 1일
의(제60조 제2항),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1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
여도 유급휴가일수는 15일로 하되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공
제한다(제60조 제3항). 둘째,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
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제60조 제4
항). 셋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
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
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 제5항). 넷째,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
다(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다섯째,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제
61조).

5. 변형근로시간제에 의한 근로시간 배치의 탄력화
가. 연 혁
변형근로시간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의 일
이다. 1980년 개정으로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적이 있긴 하지만, 노동
계의 반발이 워낙 커서 산업계에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법률 제286호, 1953.5.10., 제정]은 ｢제42조(근로시
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
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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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이 규정에 따른 고정적 근로시간제는 1980년 개
정법 이전까지 유지된다. 그러다가 1980년 근로기준법 [법률 제3349호,
1980.12.31., 일부개정]은 ｢제4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에 대하여 8시간, 특정
주에 대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여 변형근
로시간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87년 근로기준법 [법
률 제3965호, 1987.11.28., 일부개정] ｢제42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휴
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②
삭제｣로서 곧 폐지된다. 고정적 근로시간제로의 복귀는 1997년(엄밀하게는
1996. 12. 31. 개정법)까지 유지된다.
1980년의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520) 특
히 박상필 교수는 1980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을 ‘변형근로시간제’
또는 ‘변형 8시간제’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를 “4주 19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주에 48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521) 또한 “변형근로시간제는
사업 내지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520) “우리나라에서는 1980.12.3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에서 변형근로시간제를 채
택하였으나 1987년 11월 28일 장시간근로의 우려와 그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나 문화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시에 변형근로시간제를
폐지하였다(Flexitime제). 그러나 정부는 1992년 11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의 정책간담회에서 경제계의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조선일보 1992.11.13, p.15), 노동계의 반발로 이
를 유보하였다가(한겨레신문 1995.8.31, p.22), 노동관계법개정추진위원회의 의
견을 반영하고, 청와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건의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
여 국회에서 정부여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였다(1996.12.26). 박계
남(1997),「현행 변형근로시간의 문제점과 그 대책」,『지역발전연구』제96호, 조
선대 지역발전연구원, p.120 각주 2).
521) 박상필 교수의 견해는 박상필(1995),「근로기준법상의 변형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제점」,『법학연구』28 (1), 부산대 법학연구소, pp.2～3 및 p.1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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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므로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표준근로시
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
시간제이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는 어디까지나 표준근로시간에 대
한 변형제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괄적
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사업 내지 직
종 또는 작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
다. 뿐만 아니라, 특정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즉 특정일의 최
장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제한 규정을 두어 실시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변
형근로시간제는 표준근로시간제의 고정적인 운용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근로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변칙적인 생활
을 강요하는 것은 부득이하지만 지나친 변칙적인 생활의 강요는 근로기준
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따라서 1일의 최장근로시간 및 1주의 최장근
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정기준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단위기간 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
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변형근로시간제라고 한다.
변형근로시간제는 고정적 법정기준시간제도가 가지는 엄격성을 탈피
하여 시장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함으로써 사
업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업상의 이점과
함께,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의 시간주권의 확보에 기여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장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변형
근로시간제는 각 근로일당 근로시간의 길이와 배치가 변함으로써 근로자
의 생활이 불안해지고 특히 후술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실질
임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예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변형근로시간제를
허용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
을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근기법 제5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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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기간(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당 근로시
간이 법정기준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도록 배
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
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과 3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 두 가지
이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에 있어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51조 제4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근기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
로시간제를 말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생활과 직업의 조화를 도
모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주로 업무상의 필요성이라는 사용자 측의 수요에 의
해 시행되는 제도임에 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각 근로일의 구체적 출
퇴근시각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의 탄력화 및 시
간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일정
한 요건을 갖추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대
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법정 사항을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의 정산기
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1주 40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제
50조상의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근기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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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적용제외

현행법은 인구학적 특성(연령과 성)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
또는 그가 속한 사업의 성격에 기해 근로시간 규율의 특별한 취급을 인정
하거나 심지어 그 적용 자체를 제외하기도 한다.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특정한 사업에서의 무한연장근로제(연장근로특례
사업),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
러한 제도들은 각기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연장근로에 관한
일반적 규제에서 벗어나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능을 가
진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외견상으로는 특별한 임금제도 또는 임금계약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근로시간 특히 자유로운 연장근로의 이용이 핵심
이다.

1. 간주근로시간제 : 근로시간 계산의 특칙
가. 의 의
근로시간은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된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근로 장소가 사업장 밖이거나 업무의 성질이 근로자의 상당한 재량을 허
용하는 경우와 같이,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
칠 수 없는 경우는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어렵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이처럼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
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 사이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주하는 방식에
따라, 즉 구체적인 운영을 통해, 연장근로시간 등을 실근로시간에 따른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나 일정한 한도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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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 사업장 밖 근로에서의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
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기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동조 제
2항).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야 한다. 사업장 밖 근로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수행되는 근로이다. 소속사업장
이 아닌 곳이면 족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 장소가 근로자의 주거나 스스로
선택한 장소(재택근무 등)이든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이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
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사업장 밖 근로가 일상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출
장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도 상관없다. 또한 근로시간의 전부를 사
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의 일부를 근로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장 밖 근로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통상적
인 방법에 따라, 즉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몇 명의 그룹으로 사업장 밖 근로에 종사하지만 그 멤버 중에 근로
시간의 관리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
로자가 각종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시로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그 지
시를 받으면서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방문처, 귀사시각 등 당일 업
무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다음, 사업장 밖에서 회사 지시대로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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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고 그후 사업장에 돌아오는 경우 등에는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
지 않는다.
사업장 밖 근로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은 이른바 간주
제가 적용된다. 즉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기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동조 제2항). 여기서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이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시간
을 말한다. 요컨대,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
의에서 정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 그것이 없으면 통상 업무수행
시간 동안, 그것도 없으면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한편, 근로시간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의 근로시간과 사업장 밖의 근로시간을 분리하여 후자에 대해서만 이러
한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양자를 합산하여 이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무방
하다.
다. 재량근로에서의 간주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
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
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기법 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에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
요하다. 첫째는 당해 업무가 재량업무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무에 해
당해야 한다. 즉 당해 업무가 먼저,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
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여야 하고, 다음으로 대통
령령에서 정한 것이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서면합의의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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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
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점은 서면이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 후자에 관
해서는 근기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
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
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
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영화 등의 제작사
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이다. 둘째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간에 법정사항에 대한 서면합의
가 있어야 한다(근기법 제58조 제3항). 법정사항은 ‘대상업무’(제1호), ‘사
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제2호 : 업무수행상 근로자의 재량성), ‘근로
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제3호 : 근로
시간산정의 간주)이다. 특히 이 중에서 업무수행상 근로자의 재량성은 실
제로도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재량성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요건을 갖춘 재량근로의 경우에는 서면합의에서 정한 시간 동안 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간주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 머
무는 한,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실근로시간수가 법정근로시간수를 초과하
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로서의 적법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근기법
제56조상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 역시 없다. 다만 정해진 간주근
로시간수 자체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를 초과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적법요건(근기법 제53조 등)을 갖추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근기법 제56
조)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야간․휴일근로와 관련된 규정 및 각종
휴식제도의 규정도 재량근로에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량근로제의 경우에 근로자는 재량근
로제 방식으로 근로할 의무가 없고 근로시간의 계산은 실근로시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근로자가 재량근로제로 근로하
였다면 근로시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실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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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나 간주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특례사업연장근로
가. 의 의
운수업 등 법정사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제53조 제1항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제59조). 특례사업연장근로는 다수의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사업
에서 공중의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해 허용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적용
을 받을 경우, 근로자는 주간 상한 없이 물리적 시간의 한도까지 연장근
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근로시간의 특례이자 극단적으로는, 연장
근로수당과 같은 임금법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근로시간 규율의 적용제
외와 유사하게 근로하게 된다.
나. 요 건
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해 사업이 법에서 정한 사업
(특례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특례사업으로 법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사회복
지사업이다. 이 외의 사업에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 제도는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위의 특례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법정기준시간을 택하고 있지 않거나(변형
근로시간제를 택하고 있는 경우), 같은 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로자에
게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사업연장근로의 세 번째 요건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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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 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
이 있다. 다른 연장근로 규정에서 당사자의 합의나 근로자의 동의를 명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정하고 있는 것을 보
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대체하려는 것
이 이 규정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522)
다. 효 과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50조 위반으로 벌칙
(제110조 제1호)이 적용된다. 특례사업 연장근로가 행해진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가 행해진 시간에 상응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제도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제외는 근기법 제63조에서 정하고 있다. 즉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하면
서,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
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1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
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2호), 감시(監視) 또
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
관의 승인을 받은 자(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4호)”를 들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
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① 주로 제1차 산업에 속하는 사업의 근로자, ② 감시 또는 단속
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522) 김유성(2005), 노동법Ⅰ, 법문사,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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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523) ③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즉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
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524) 등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제
도)과 제5장(연소자와 여자 근로자에 대한 특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
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제4장과 제5장
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일반근로자에 대한 제50조 내지
제53조 및 제59조, 연소자에 대한 제69조, 임산부의 연장근로에 대한 제71
조), 휴게(제54조)와 휴일(제55조)에 대한 규정 및 가산임금규정(제56조와
제57조)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한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런 까닭에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근로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는 전혀 없는 셈이 된다.525)
최석환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의 대상 중, 2호의 감시․단속

523) 여기서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2
항).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
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3
항).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도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
인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
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조의 적용은 없다. 다만 승인의 신청에 있어 근로자
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한편 판례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상
취업규칙의 정함과 상관없이 적용제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 11. 22, 96다30571). 그리고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비서와 같이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의 기밀사무를 취급하고 그 지위가 경영자 또
는 관리직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출근과 퇴근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들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만이 문제
될 뿐 사업의 종류는 불문한다(시행령 제34조 참조).
524)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형식적인 직책과는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
정 그 밖에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용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판
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
량권을 가진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89. 2. 28, 88다카2974).
525)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예컨대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
정(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도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을 제외한 것,
예를 들어 야간근로에 관련된 규정(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정한 제56조의
부분이나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의 특칙을 정한 제70조), 연차휴가
(제60조와 제62조)와 각종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생리휴가, 산전후휴가)나 육아
시간(제75조) 등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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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나 최저임금 적용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1․2호의 1차 산업 종사자와 4호
의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몇 가
지 문제점을 지적한다.526) 우선, 요건의 불명확성을 든다. “적용제외의 요
건은 일정한 사업에 종사할 것(1․2호) 혹은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것(4
호)”인데, “이 요건이 정하고 있는 사업 혹은 직무 모두 그 명확한 범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탓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를 내포한다”고
한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효과의 극단성을 든다. 즉 “근로기준법 제2조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성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
동법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와 마찬가
지로, 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용제외’라는 효
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적용제외 혹은 전면 적용이라는 양자택일
의 효과만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제63조의 규정이 그 해석에 있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고 한다.

4.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
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
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한다.527) 전자를 흔히 정액급제라고
하고, 후자를 흔히 정액수당제라고 한다.528) 이러한 임금계약은 가산임금
526)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p.
112～113 참고.
527)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26.
528) 용어에 있어 ‘포괄임금제’ 이외에 최근 판례상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이라는 표현
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학설상으로는 ‘포괄역산’ 또는 ‘포괄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 글에서는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포괄임금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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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길이를 규율하는 우리 근로시간법제를 무력화할
위험이 크다. 즉 포괄임금제는 실제의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중된 부담을 통한 연장근로의 억제라
는 가산임금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의 제반 규정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
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529) 판례는 이러한 원칙과 달리 근로시간 수
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유효하다고 인
정하고 있다.
최근 판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근로시간의 산
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
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
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
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
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
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종래의 판결들에 따라 적어도 가산임금제에 기한 수당청구(실
제 지급된 수당액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것과의 차액 청구)는 허용
되지 않는다.530) 판례는 포괄임금 약정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531)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532)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단체협약 등에서 1일 연장근로시간 및 월 소정근로일수의 한
529)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28.
53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53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53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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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을 지급
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한 한도 내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일체가 제한 없이 포괄임
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533)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
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별도의 지급청구를 부인하는 임금제이다. 따라
서 포괄임금제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
것이 임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
을 전제한다. 결국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상태적으로 고착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휴일이나 휴가는 근로자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포괄임금제에 의해 휴일근로수당이나 휴가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휴일 및 휴가제도 자체가 무
의미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이다.534)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를 장시간 근로가 상태적인 모습으로 정하게 되
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즉 인간의 생활형태(생활리듬)에 어긋나는 근로
형태의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
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는데, 이미 포괄임금제가 판례를 통한 해석
법리로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입
법으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535)

53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7256 판결.
534)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
수․최석환․배규식(2011),『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60.
535)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61.
입법론적으로 ‘금지의 방식’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
로 조항과 연계하여 규율하는 방식, 예를 들어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또는
전항에 따른] 임금을 총임금이나 정액수당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혹은 “근로계약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경우 그 근로시간
의 수 및 제56조에 따른 임금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든다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pp.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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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 결

근로기준법 등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을 근로시간법이라
고 할 때, 현행 근로시간법에서는 근로시간, 법정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법정기준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
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이나 단
시간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지만, 각종 사회보험법령에서 적
용제외를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정근로
시간은 짧게 정한 후 실근로에서는 일상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실근로시간에
따라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
원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휴식시간 개념, 즉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근
로자가 노동(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반 근로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유용하다.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무는 동안
의 시간은 노동밀도, 즉 근로의무의 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의무가 전혀 없는 휴게시간,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근로의무의 강도가 양자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기시간이 그것이다. 대기시간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시간으로 작업 준
비 시간이나 작업 정리 시간이 있다. 일ㆍ숙직 근무도 대기시간과 유사한
시간이 있다. 대기시간이나 이와 유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길
이 규제 특히 임금 계산에서의 특칙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의 길이에 따른
근로시간 길이나 가산임금 규제의 획일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이다. 1일의 상한이 없고 연장근로의 제한에 많은 특
칙과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
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장시간 노동을 낳는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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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간 최소휴식시간(Ruhezeit)을 설정하고 1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의 예외를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자동
차산업 등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잠정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노동
부에서 주장하는 1주 68시간론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
상의 이유가 다르고, 가산 임금의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를 연장근
로의 그것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536) 또한 그
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온 입법적 역사와 변화
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연소자와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직접 강제
하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와 관련하여, 휴식 제도에 따른
간접적 규제를 제외한다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또는 한 주의 어느 날
에 혹은 한 달이나 한 해 중 어느 날이나 어느 주에 근로시간을 배치해야
하는가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근로시간 배치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사업
장에서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의 배치를 정한다. 현재 근로시간의 배
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산임금제 및 휴식제도이다. 가산임금
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규제하지만, 그것의 상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의 간접 규제는 직접 규제와 달리 규제 대상이 되는
시간의 길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의 권리를 중대하
게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시간은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질이 나쁜
시간의 근로로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자율규제에 방임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시간법은 인구학적 특성(연령과 성)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
하는 업무 또는 그가 속한 사업의 성격에 기해 근로시간 규율의 특별한
536)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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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그 적용 자체를 제외하기도 한다. 종사하는 업
무의 성격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특정한 사업에서의 무한연장근로제
(연장근로특례사업),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기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연장근
로에 관한 일반적 규제에서 벗어나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능을 가진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외견상으로는 특별한 임금제도 또는
임금계약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근로시간 특히 자유로운 연장근로의
이용이 핵심이다. 이런 특례와 적용제외는 근로형태를 장시간 근로가 상
태적인 모습으로 정하게 하고, 인간의 생활형태(생활리듬)를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특례와 적용제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537)

537) 박제성․강성태․김홍영․도재형․박귀천․이철수․최석환․배규식(2011),『장
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II)-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 한국노동연구원,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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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국제비교

1.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LO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며, 각 국가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화두
이다. 그러나 1919년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
문)협약」부터 1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기준의 근로시
간 규율은 내용과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
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법
제에서 근로시간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
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
는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직까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실에서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이라는 근로시간 규제의 본래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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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적․현실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국제기
준 속에 나타난 규제 및 규율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근
로시간법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이다.
ILO 국제기준은 1919년부터 1970년까지 근로시간의 일반적 규제에 관
하여 구체적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협약과 권고를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ILO 국제기준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협약 제1호․제30호․제47호), 주휴일의 보장(협약 제14호․제106
호, 권고 제103호․제116호), 연차유급휴가 보장(협약 제52호․제132호,
권고 제47호․제98호)이라는 큰 틀을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들
을 살펴보면, 휴식제도의 보장을 통한 근로시간 규제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시간 규제에서 “사용자의
처분하에 있지 않는 시간”(ILO 제30호 협약 제4조)이라고 네거티브 방식
으로 규정되었던 휴식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
가에 관한 협약 및 권고들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는데, 다양한 산업별․직
역별 특성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규제가 더 이상 효과적인 국제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휴식에 관한 규율은 ILO 근로시
간 규제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EU 차원의 근로시간에 관한 논의는 다양화되고 변화하는 노동실
태를 감안하여 단순하게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탄력적 규율체계(Flexible Regulatory Framework)”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따라 EU 근로시간 지침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제도(일간 휴식, 주간 휴식, 연차휴가)에 관한 원칙과 함께
이 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EU 회원국들이 동
일하지 않은 산업별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 지침을 국내
법으로서 수용하여야 한다는 법체계적 특성을 감안하여, EU 근로시간 지
침은 근로시간에 관한 전통적 규제 방식을 취하면서도 직종별․산업별
특성과 노사 합의에 의한 예외 설정, 기준기간 방식에 따른 근로시간 유
연화 조치 등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EU 근로시간 지침에서는 이러한 광
범위한 예외에 있어서도 주당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이라는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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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사항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특히
EU 근로시간 지침에서 설정하고 있는 예외들은 근로시간 및 휴식 부여
에 있어서 규칙성(regularity)에 대한 것으로, 어떠한 예외에 있어서도 근
로시간의 무분별한 증가나 최저 휴식의 박탈 등은 허용되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은 각 회원국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특수성을 포섭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에서 준수되어야 할
핵심적인 규율 사항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기준을 형성하여 왔다. 비록
회원국의 비준(ILO 협약)과 채택(ILO 권고), 국내법으로의 수용(EU 지
침)이라는 절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준이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
한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사항은 휴식
제도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휴식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것
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 상이한 현실에서 근로시간 그 자체의 통일적․
일률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LO는 주휴일에 관하여 제106호
협약 및 제116호 권고에서,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제132호 협약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EU 근로시간 지침은 휴식을
일간휴식, 주휴일, 연차휴가, 휴게로 세분화한 후 그 최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ILO 국제기준과 EU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식제도와 우리나라 근
로시간법제의 규율 사항들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근로형태의 다변화에 따
라 휴식 확보가 근로시간법제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기준
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극적인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시간의 규율
시스템은 휴식에 대한 개념과 원칙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왔던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본의 근로시간정책은 두 가지 핵심 축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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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 유연화였다. 당시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는 2000년까지 되도록 빨
리 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에 있었다. 이를 위하
여 1992년에는 한시적으로「근로시간의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을 책정하고 근
로시간 단축촉진을 위하여 사용자를 지원하는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하
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의 연간총실근로시간은 2,000시
간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오히려 2000년대에 들어
서면서 초장시간 근로에 의한 과로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심
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러한 한계(또는 실패)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근로시간정책의 기
조를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을 배려하면서 다양한 취로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설정을 개
선하려는 것으로 변경하게 했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으로 종래의「근로
시간의 단축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근로시간등의 설정의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과로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 근로시간정책의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 점으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시간의 총량을 단축하려는 정책기조를 폐
기하고 시간외근로의 상한에 대한 법적인 규제, 심야근로일수의 규제, 근
로일 간의 최단 휴게시간 또는 법정휴일 수의 절대적 보장과 같이 근로시
간의 총량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근로시간 정책의 목적을 달성
하려는 정책 방향을 취하지 않고 노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사
업장 내에서 노사자치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근
로시간규제를 유연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로는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애 방지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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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 및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의 도입 및 확대
적용도 명분상으로는 바로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에 있다. 즉 자신의 취로
형태나 실태, 생활방식, 근로의욕 및 근로능력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제
를 도입하고 근로자나 노사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사가 자주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과 근로시간의 단축을 도
모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근로시간제나 개정법률안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에서도 위에서 본 두 가지 정책적 특징들이 고스
란히 나타나 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제의 완화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하
여 근로자의 건강 장애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할 것을 지
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15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일본의 근로시간법제도
는 근로시간규제의 유연화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법적 조치
를 입법화한 법제도라고 평가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갖
추게 될 것이다. EU 각국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의 근로
시간법정책이 근로시간정책이 추구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노동계의 비판과 같이 장시간 근로를 더욱 조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
명을 위협하고 사용자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부담만을 일방적으
로 경감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지는 향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일본의 근로시간정책이 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
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매우 어렵다.

3.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독일 근로시간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
강, 노동환경, 근로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
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법의 입법목적은 노동시장적 관점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보호적 관점에 있으며, 이는 노동의 과도한
이용이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는 최소한 법률적 차원(근로시간법)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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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가산수당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
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시간법은 연장된 근로에 대해서 시간보상, 휴
식 보장을 강조하고 보상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및 근로시간의 개념 관련 쟁점,
근로시간의 길이 및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배치 및 분배와 관련해
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 및 근로시간 계좌제, 휴게․휴식․일요일․법정
휴일 보장 원리와 실제, 근로시간법제의 특례와 적용 예외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나타나는 의무들을 이행
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처분권한이 주어지는 시간이다. 근로
시간은 ‘근로’와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근로와 관련된 시간으로 그 경
계가 모호한 경우 개별 사례를 통해 축적된 판례와 학설들을 통해 해결되
고 있다. 근로의 개시와 관련해서 독일의 종래 판례와 학설은 작업복을
갈아입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 기업의
요구에 의해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연
방노동법원 판례와, 실무적으로 사전근로 또는 근로자가 옷을 갈아입는
행위에 필요한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시간 인정 시점을 결정하는 규정
들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독일 판례와 학설은 개별 사례에서 경계에 대한 구별기준들과 이
론을 발전시켜 왔는데, 근로시간 내용에 따라 완전근로, 근로대기, 대기근
로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호출대기는 기본적으로 휴식시간으로 본다. 이
에 대한 구분은 해석상 근로제공의 강도, 대기 장소 선택의 주체 등의 판
단 요소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내용은 근로시간 길이 규제
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주로 각 단계의 임금 문제
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근로의 내용에 따른 근로시
간 길이 규제나,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등에 대한 길이 규제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상황에 시사점이 있다.
둘째,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련하여 독일 근로시간법은 1일 단위 법정기
준근로시간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 이내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

제9장 결 론 385

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보상기간 내에 평균 8시간이 관철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볼 수 있고, 가산수당지급이라는
조건하에 정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한국의 연장근로제도와는 다른 형태
라 할 수 있다. 근로시간법상 1일 근로시간의 길이와 연장 제한 규정은
근로시간 규제와 유연한 근로시간제 모델의 적용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실무적으로 단체협약에서는 주로 1주 단위 근로시간의 길이가 약정
되는데, 대체로 서독지역은 1주 35시간, 동독지역은 1주 38시간으로 약정
하고 있다. 근로시간법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집
단계약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건강보호 취지나
지향이 “특별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
보된 경우(제7조 제2a항)”, “근로자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제7조 제6항)”
등 조항 곳곳에 나타나 있다.
독일의 이러한 근로시간 길이의 제한 및 연장근로의 허용 및 보상기간
내 시간보상 원리는 상시적인 연장근로로 장시간 근로에 놓이고, 이를 임
금으로 보상받고 있는 국내에서 근로시간 규율을 재검토하는 데 주목할
만하다.
셋째,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배치 또는 배분 등은 주로 단체협약 및 사
업장 서면합의나 개별적인 약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괄적인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독일
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이미 상당하게 진행되었고 2010년 기준으로
약 40% 정도로 그 활용률이 높다.
독일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근로시간의 변경가능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의 경제상황 및 내․외부 환경과 근로자의 시간주권의 행사에
조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길이, 배치 및 배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유연한 근로시간제에는 연장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간근로시간계약 등이 속하며, 이러한 근로시간의 유연화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유연화된 근로시간을 보상기간의 종료 시 정확하게 정산
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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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근로시간 계좌제(Arbeitszeitkonto)가
활용되고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근로계약, 서면합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
과 실근로시간의 차이를 기록한 것으로 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정산하도
록 하는 제도이다. 독일에서 근로시간 계좌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주로 협약상 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
립하고, 계좌를 통하여 적립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면제하고
자유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적립된 계좌에 대한 보상이 금전적으
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휴일, 휴가 등 근로자의 휴식
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비용절감,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일․가
정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가로 투여된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
국의 장시간 근로 현실과 근로시간법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이
러한 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
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 근로자의 기본임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근로시간저축 휴가
제의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
황에서 근로시간저축 휴가제의 도입․시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
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의무, 적립된 계좌에 대한 시간보상의 원칙,
근로시간저축의 상한 및 하한, 사전인출가능성, 계좌정산기간 설정 등 면
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며, 적립된 근로시간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철저하
게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장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독일 근로시간법은 근로시간 개시로부터 최소한 연속된 근로시
간 6시간 이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일과 다음 근로일 사이에 반드시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요일 또는 법정휴일의 안식을 보장하고 있다. 즉 일요일 또
는 법정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근로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최소휴식시간제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휴식시간은 근로자
의 1일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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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휴식시간의 전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식시간 동안 근로
시간으로서 개시에 대한 요구가 없어야 하며, 휴식시간은 근로제공뿐만
아니라 근로대기 또는 대기근로가 없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소휴
식시간이 중단되는 경우 적어도 11시간의 새로운 휴식시간이 강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법률에서 인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관철되
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상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력을 보존하는 등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입법목적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휴식시간 동안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최소휴식시간 보장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소휴
식시간이 중단되더라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게는 다시 11시간의 중단 없는 최소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내에서도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최소휴식시간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시기상조
라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가 만연되어 있는 국내 상황에서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휴식시간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기독교적 전통 및 사회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요일․법정휴일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법정휴일에 근로가 가
능한 예외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인 일
요일․법정휴일근로의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보다는 대체휴일에 의한 보
상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휴일근로가산수당 관련 규정을 둠으로
써 휴일근로의 만연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보상문제가 주요하게 다투어
지고 있는 국내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주휴일근로의 금지원칙을
관철시키고 주휴일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휴일 및 가산수당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극히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한 업무를 설정하고 해당 업무의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의 길이를 설정하는 방안과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
금보상이 아닌 시간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독일은 근로시간, 일요일․법정휴일 등과 관련하여 특칙 및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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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외와 관련하여 업종, 업무, 인적 속성, 예외 상황들에 대하여 매우 자
세하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외 설정의 경우에도 각각의 한계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 화물운송차
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의 안전과 건강, 도로교통 및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이러한 입법례는, 최근 국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개편
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확대(사업장 단
위 적용 배제 폐지, 또는 적용제외제도 개정)의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주
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에 대해
서는 폐지론과 축소존치론이 대두되고 있는바, 최소한 축소존치의 경우에
도 존치 업종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업종 내 업무 특성에 따른 적용 인
정, 최소한의 한계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프랑스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무복 착용․탈의시간, 주거에서 통상적인 근무지가 아닌 근로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호출대기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
하지 않는 시간이지만, 법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체협
약 등으로 그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식보상 또는 금전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로제공
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이라
면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오늘날
전자통신기기의 발달,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강화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과
자유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둘째, 프랑스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
지만(일부 업종의 경우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으로 간주하는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선(원
칙적으로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및 12주 평균 1주 44시간) 내에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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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 가능한 연간 한도 시간을 기업의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단체협약에서 정한 바 없으면 연간
220시간), 나아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연간 한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
로까지 허용하고 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
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법
정하여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면서도 연장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는 업종
내지 직종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축일을 제외한 1주 평
균 실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실태는, 위
와 같은 프랑스 법제의 특징이 현실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적이다.
셋째,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또는 대체휴식)의 법정 할증률은 연장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적용되지만(최초 8시간의 연장근로 25%, 그
후의 연장근로 50%), 법정 할증률과 다른 할증률(단, 10% 이상의 할증률)
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연간 한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 외에 유급의 휴식(의무
적 보상휴식)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법제는 노
사 당사자가 업종의 특성, 기업의 규모, 연간 연장근로시간 한도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할증률을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
도록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금전보상(가산임금)뿐만 아니라 일정한 휴식(기업규모에 따른 차
등의 유급휴식)을 강제하여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넷째, 연장근로와 달리 야간근로에 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엄격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 이상의 통상적인 야간근로(1일 3시간 이상
및 1주 2회 이상의 야간근로 또는 연간 270시간 이상의 야간근로)에 종사
하는 야간근로자의 사용은 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승인),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원
칙적으로 1일 8시간, 12주 평균 1주 40시간), 유급의 휴식 부여, 산업의에
의한 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요건으로 한다. 장시간의 야간근로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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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활리듬을 깨뜨리고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경
우에도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
고,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법제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다섯째, 프랑스 법제에서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 휴가를 제외한 근로자
의 휴식권은 휴게(근로시간 6시간 도달 시 20분 이상의 휴식), 일간휴식
(원칙적으로 연속하는 11시간), 주휴(1주 6일 초과 근로의 금지 및 일요일
주휴 원칙), 법정축일(노동절 등 11일, 단 노동절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의
휴식은 임의적 사항)이라는 여러 제도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일간휴식제
도는 근로일 사이에 일정 시간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우리에게 그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많은 예외
가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요일 주휴 원칙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별
적 휴식뿐만 아니라 가족적․사회적 유대 강화 차원에서 집단적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정일 주휴 부여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 우리에
게 휴식권 보장의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다.
여섯째, 프랑스의 경우 농림업, 어업, 광업, 운송업 등 사업의 특성을 고
려한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노동법전)이 아닌 다
른 특별법(예, 농업법전, 광업법전, 운송법전, 해상노동법전 등)에서 규율
하고 있다.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노동법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
는 대표적인 예는 법정 요건(근로시간 편성의 독립성과 중대한 책임성,
자율적 결정권한, 최상의 임금수준)을 충족하는 경영간부이다(단, 경영간
부에게도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된다). 경영간부에 해당하지 않는 중
간 관리직 간부는 일정한 요건(적용 대상자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 연간 총 근로일수의 제한 등)하에서 연간
근로일수 및 그에 대한 임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간
휴식, 주휴, 법정축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노동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만, 법정근로시간, 1일 및 1주 근로시간의 상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
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의 수위․청소원․유지관리인, 가사사용인,
가내근로자 등 특수한 범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수행의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에 관한 노동법 규
정의 일부 내지 특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법제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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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 내지 특례와 관련한 우리 법제의 요건과 범위
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다.

5.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에 있어서 특징적인 면은, 첫째,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식시간의 개념을 함께 규정하여 쌍방향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
다는 점, 둘째, 근로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인접 개념들을 함께 규정하여
근로시간의 의미를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하려고 입법적으로 노력하
고 있다는 점, 셋째, 근로시간에 산입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는 점, 넷째,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는 점, 다섯째, 연장근로의 허용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과 함께 객관적
요건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 휴일이나 축일의 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일곱째, 쉬는 날 없이 계속 근로하는 그런 방식은 상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덟째, 교대근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아홉째, 야간근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 열째,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하고 있
다는 점, 열한째, 근로시간적용제외에 대해 그 대상근로자와 요건을 상세
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열두째, 휴식을 다양한 종류로 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

근로기준법 등 근로시간을 규율하는 노동관계법령을 근로시간법이라
고 할 때, 현행 근로시간법에서는 근로시간, 법정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법정기준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
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이나 단
시간 근로자를 정하는 기준으로서도 사용되지만, 각종 사회보험법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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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를 위한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정근
로시간은 짧게 정한 후 실근로에서는 일상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사례
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의 실근로시간
에 따라 변경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원법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휴식시간 개념 즉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근로자가 노동(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일반 근로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일 근로시간
의 상한을 정하는 방식으로도 유용하다.
근로기준법과 판례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무는 동안
의 시간은 노동밀도, 즉 근로의무의 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의무가 전혀 없는 휴게시간,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근로의무의 강도가 양자의 중간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기시간이 그것이다. 대기시간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시간으로 작업 준
비 시간이나 작업 정리 시간이 있다. 일ㆍ숙직 근무도 대기시간과 유사한
시간이 있다. 대기시간이나 이와 유사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길
이 규제 특히 임금 계산에서의 특칙을 허용함으로써 노동의 길이에 따른
근로시간 길이나 가산임금 규제의 획일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근로시간의 상한 규제 기능이
매우 약하다는 사실이다. 1일의 상한이 없고 연장근로의 제한에 많은 특
칙과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
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장시간 노동을 낳는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간 최소휴식시간(Ruhezeit)을 설정하고 1주
최대근로시간인 52시간의 예외를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자동
차산업 등 장시간 노동이 상시화되어 있는 산업에서는 잠정적으로 연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노동
부에서 주장하는 1주 68시간론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이론상으로도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이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
상의 이유가 다르고, 가산 임금의 계산에서 야간근로의 시간 수를 연장근
로의 그것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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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연결시키고 있는 국제노동기준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
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온 입법적 역사와 변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연소자와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의 배치를 직접 강제
하는 규정은 없다.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와 관련하여, 휴식 제도에 따른
간접적 규제를 제외한다면,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또는 한 주의 어느 날
에 혹은 한 달이나 한 해 중 어느 날이나 어느 주에 근로시간을 배치해야
하는가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근로시간 배치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사업
장에서는 취업규칙으로 근로시간의 배치를 정한다. 현재 근로시간의 배
치를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산임금제 및 휴식제도이다. 가산임금
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규제하지만, 그것의 상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의 간접 규제는 직접 규제와 달리 규제 대상이 되는
시간의 길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의 권리를 중대하
게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시간은 사실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질이 나쁜
시간의 근로로서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통한 자율규제에 방임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시간법은 인구학적 특성(연령과 성)이 아니라 근로자가 종사
하는 업무 또는 그가 속한 사업의 성격에 기해 근로시간 규율의 특별한
취급을 인정하거나 심지어 그 적용 자체를 제외하기도 한다. 종사하는 업
무의 성격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 특정한 사업에서의 무한연장근로제
(연장근로특례사업), 특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기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연장근
로에 관한 일반적 규제에서 벗어나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능을 가진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외견상으로는 특별한 임금제도 또는
임금계약인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근로시간 특히 자유로운 연장근로의
이용이 핵심이다. 이런 특례와 적용제외는 근로형태를 장시간 근로가 상
태적인 모습으로 정하게 하고, 인간의 생활형태(생활리듬)를 무너뜨린다.
그러므로 특례와 적용제외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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